국외 출장결과 보고서
-뉴질랜드 주요 수입 수산물 동향 조사ᄎ

2019. 10.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對FTA

체결국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 품목의 현지 생산 유통 교역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 검토
2. 출장자

○ 출장 인원: 2명
-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기해경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3. 출장 일정

○ 출장기간: ´19. 09. 21(토) ~ 09. 28(토) (7박 8일)
○ 출장지: 뉴질랜드(픽턴, 블레넘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일자

내용

비고

9/21(토)
~22(일)

부산→인천→오클랜드→블레넘→픽턴

항공 출발
(기내 1박)

9/23(월)

New Zeland King Salmon 면담

렌트 및
수상택시 이동

9/24(화)

픽턴→블레넘
렌트 이동
New Zealand Salmon Farmer’s association 면담

블레넘→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
9/25(수)

Sea.Jho.Co.,Ltd 면담

크라이스트처치→오클랜드
9/26(목)

9/27(금)
9/28(토)

항공 이동

항공 이동

New Zealand Seafood Innovations 면담
Sanfords 면담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면담
New Zealand Story 면담

오클랜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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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도착

Ⅱ. 출장조사 결과
1 New Zealand King Salmon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 장소 : 뉴질랜드 픽턴
◦ 면담자 : Mark Preece
1) 일반현황

○ 개요

社 뉴질랜드

- New Zealand King Salmon

주요 양식 연어인 킹 연어

(Chinook Salmon) 전 세계 생산량의 55%를 생산하는 대형 공급 업체임
- NZKS 생산의 64%가 Marlborough Sounds에서 이루어지며, 나머

지는 Big Glory Bay, Stewart Island에서 생산됨
- 총 18개의 해면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면적 기준
14 ha임
- 친환경적이면서 고품질의 킹 연어를 생산해 호주, 미국, 일본 등

을 중심으로 13개국에 판매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전체 수산물 생산액이 5억 5천만 달러이며, 그 중
NZKS 매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임

2) 면담 결과

○ 생산

℃

- 수정란은 10~12 에서 관리되며, 그 후 종묘 양식장에서 8~13개월간

양성되며, 해면 가두리 기간을 포함하면 19~31개월간 양성되어
4~6kg에 수확됨
- 해면 가두리 깊이는 최대 해수면으로부터 24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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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 유지, 보호막 설치는 물론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 양식장 간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음
- 양식 질병과 관련해서는 1차 산업부의 어병 모니터링에 더해 업체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안전성도 관리하고 있음. 양식장 내
킹 연어의 밀도는 낮게(연어 2%, 해수 98%)를 유지하고 있음
- 방문한 양식장은 New Zealand King Salmon

社에서

운영하는 가

장 큰 규모의 가두리이며, 크기는 30m*30m*24m임. 연간 생산량은
2천 톤임
- 양식장 사료 급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어

성장 단계(가두리) 별로 사료 크기, 급이 횟수 등을 조절하고 있음
-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질병이 없으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치사율은 약 10% 이내임

○ 마케팅
- 마케팅의 경우 타겟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선호에 맞춘
Ora King, Regal, Southern Ocean 브랜드를 도입하였음
- Ora King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외식업체에 4~6kg 크기의 연어를 납품함
- Regal은 현지 프리미엄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Southern
Ocean은 3-4kg 연어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형 유통 업체에

유통하고 있음
- New Zealand King Salmon은 가공공장에서 Omega3 함유량, 상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음

○ 외해 양식 계획
- New Zealand King Salmon은 뉴질랜드 최초로 연어 외해 양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Marlborough District Council으로부터 승
인 절차를 받는 중에 있음
- 외해 연어 가두리는 Cape Lambert로부터 7km 떨어진 곳으로, 가

두리 당 18개월 동안 4천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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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Zealand Salmon Farmer’s Association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 장소 : 뉴질랜드 블레넘
◦ 면담자 : Brian Blanchard
1) 일반현황

○ 개요
- New Zealand Salmon Farmers Association은 뉴질랜드 연어 생산

자의 98%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 연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뉴질랜드 주요 양식 연어인 King Salmon은 Chinook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학명은 Oncorhynchus tshawytscha임. 뉴질랜드에서는 이외
홍연어(Sockeye salmon), 대서양 연어(Atlantic Salmon)이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King Salmon이 현지에서 대규모 양식에 성공함
- Chinook Salmon은 전 세계 연어 생산량의 0.7%를 차지하며, 뉴

질랜드는 전 세계생산의 약 50%를 차지함

2) 면담 결과

○ 생산 전반
- Chinook Salmon의 원산지는 북태평양 해역이며, 뉴질랜드에는 19세기

후반에 낚시용 어종으로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 Marlborough Sounds
에서 시작되었음
- 양식 지역은 크게 Marlborough Sounds, Canterbury, Southland이며,

해당 지역에서 각각 55%, 16%, 29%를 생산하고 있음
- 연어는 서식 수온이 낮으며, 연어 양식이 자본 집약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치적
으로 안정적인 국가에서 양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양식 지역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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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있음
- 연어 양식어업은 1960, 1970년대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

되었으며, 두 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파되었음
- 뉴질랜드 남부 연안 지역이 풍랑이 크지 않으며 수온이 낮아 연

어 양식에 적합함
- 캐나다, 칠레 등에서는 Chinook salmon을 생산하고 있으나,
Bacterial Kidney Diseases, Rickettsia 등의 질병 발병이 빈번하여

생산이 저조함
- 뉴질랜드 연어 산업은 70~8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초기에는 여러

기업들이 진입하였으나, 90년대 연어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산업에 위기를 맞음
- 이 후 뉴질랜드 연어는 NZ King Salmon, Sandford가 대부분 생

산을 차지하며, 나머지 네 개의 작은 업체들이 있음

○ Chinook Salmon 특성
- 치누크 연어는 대서양 연어 등 다른 연어 종에 비해 성장률이 낮

으며 사료 효율도 낮은 편임
- 뉴질랜드는 고립된 지역으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치료 비용이 들지 않아 생존률이 높은 편임

○ 경영 환경
- 뉴질랜드는 킹 연어 양식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양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규모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저어업, 연근해업계, 여름별장 소유주, 환경단체 등이 연어 양식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있음. 또한 해변과 해저(seabed)의 역사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임
- 연어 양식 어업이 이루어진 지난 30년 간 연어 양식어업에 대한

정당 간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 또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5 -

-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해면 이용권, 이용권 갱신에 대한 불확

실성이 비교적 높아 연어 양식 어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임

3 SEA JHO CO,. LTD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5일 수요일
◦ 장소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면담자 : Jeong Hwan Yoon, Ben Heo
1) 일반현황

○ 개요
- 1994년에 설립된 Sea Jho Limited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산물 무역 회사로서 해상 냉동 수산물 및 여러 수산물 생산 업
체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Sea Jho사는 연중 조업을 하고 있으며 오클랜드는 상업어종 30어

종 이상으로 어장별로 그 품종이 다름

2) 면담결과

○ 뉴질랜드 수산업법 개정
- 2012년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용선선

박(FCVs)에 대해 뉴질랜드 선적으로 기국을 변경 후 조업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였음
- 이러한 뉴질랜드 수산업법의 개정의 배경에는 2010년 8월 발생한

한국 어선 오양호70호 사고가 있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어선의
노예선원에 대한 엄중단속,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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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수산업법 개정 이후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국적의 어선들 중 한국 트롤 어선 4척(동원수산, 자이코)만이 남아
뉴질랜드 국적으로 선적을 변경하여 조업 하고 있음
- 2015년 한국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여기에 냉동 오

징어는 22%의 기준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음
- 따라서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여 한국(원양산)으로 관세 없이

유통되던 냉동오징어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잡음이 생기게 됨

○ 오징어(Arrow squid) 생산 및 수출
- 오징어의 총 조업 기간은 6개월 정도 이며 1월~6월이 주요 조업

시기임
- 트롤 어업으로 생산하는 오징어의 수출은 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

은 전체 무게(Whole round)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19년 생산량
의 30% 정도를 그리스로 수출하고, 중국(25% 수준), 한국(20% 수
준), 미국 순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으로는 모든 크기의 오징어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2L

사이즈 기준 4.8$/kg~5.0$로 가공한 다리 부분은 중국 내 소비가
많고, 몸통 부분은 한국으로 재수출 되는 것이 많음
- 미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오징어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

으로의 수출가격은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 호주로 수출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가격이 맞지 않아 수출을 중단

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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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Jho사의 오징어 수출 현황>
수출 규격

표준 무게

규격별 선호 대상국

3L siz

800g 이상

일본

L size

600g 이상 ~ 800g 미만

미국, 한국

2L size

400g 이상 ~ 600g 미만

중국, 한국

M size

300g 이상 ~ 400g 미만

중국, 그리스

2M size

200g이상 ~ 300g 미만

중국, 그리스

S size

100g 이상 ~ 200g 미만

그리스

2S size

100g 이하

그리스

- 한국은 400g 이상 ~ 600g 미만인 2L사이즈를 선호하며, 그 이상이

되는 L사이즈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L사이즈에 비해 가격이 높
으므로 일부에 해당함
- 2019년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오징어는 약 2천 톤 수준1)으로
700g~850g이 많았으며, 오징어가 1년생이라서 사실상 크기나 물량

을 추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일본에서는 800g 이상 되는 3L사이즈(카나리제도에서 선호

하였고, 가격이 저렴한 편)를 주문하였고, 50g사이즈 차이로 세분
화 된 제품을 원하기도 했으나 주로 외국인(인도네시아 등)선원들
이 그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하면서 어려움이 많아 50g단위로 선
별하지는 않음
- 세계적으로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마오리족

은 오징어를 즐겨먹으나 오징어 특유의 향과 비싼 수산물로 분류
되는 이유 때문에 국내 수요가 적음

1) 뉴질랜드는 수산물 어획량(Quata)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선은 3천 톤 어선 4척
이 있음. 오징어의 경우 트롤어선 1척 당 어획할 수 있는 수산물 총량의 10% 수준으로, 2019년 오징어 생산량이 2
천 톤 수준이라 추정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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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NFORD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6일 목요일
◦ 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 면담자 : Philip Kwon
1) 일반현황

○ 개요
- 1881년 가족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뉴질랜드 최대 수산물 상장회

사 중 하나로 총 1,400명 이상의 직원이 속해있음
- 지역사회, 정부 및 규제기관, 비정부기구(NGO), 세계 해양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국가 이해 관계자 그룹과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을 위해 교류 및 협력하고 있음

2) 면담결과

○ 업체규모
-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통합 어업 및 양식업으로 뉴질랜드 쿼터관

리제도 할당량(Quota Management System; QMS)의 약 25%를 책
임지고 있으며, 49척의 선박과 219개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샌포드사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홍합(Greensehll Mussels)

생산업체로 뉴질랜드 홍합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
- 샌포드사의 양식장은 총 219개이며, 그 중 연어양식장 1군데를 제외

한 218개 모두가 홍합양식을 하고 있음

○ 홍합 양식 생산
- 샌포드사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Minsistry for Pprimary Idustries;
MPI)와 공동으로 10년 넘게 홍합 양식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홍합 완전양식에 성공 및 상용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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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쉘홍합의 대량생산은 뉴질랜드가 유일하고, 그 중 가장 많은 양

의 홍합이 샌포드사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자동화 생산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샌포드사가 생산하는 홍합의 90%이상은 하프쉘(Harf-sehll)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양식장에서 생산된 홍합은 매일 대장균 테스트를
진행하여 자숙형태로 유통시킴
- 일주일의 보증기간 동안 대장균 등의 문제가 발생 시 해당 홍합은

유통하지 않고 다시 조리하여 가공(홍합가루, 홍합오일, 애완동물 사
료 등)품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함
- 샌포드사의 연간 홍합 생산량은 약 1만 2천 톤 수준이며, 이는 뉴질

랜드 연간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양임
- 2018년 산란기 직전의 패류독소 발생으로 2019년 현재 미국, 중국,

태국 등으로의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하여 시장 평균 가격이 상승하
였음 (평균 6$/kg

→7$/kg, US $ 기준)

- 현재 샌포드사는 10개의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수출되는 홍합의 사이즈, 가격 차이가 있음

<Sanford사의 국가별 홍합 평균 수출 규격>
수출 대상국

주요 수출 규격

한국

800g

미국

약 907g

유럽, 중국, 태국 등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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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w Zealand Seafood Innovations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6일 목요일
◦ 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 면담자 : Anna Yallop
1) 일반현황

○ 개요
- Seafood Innovation은 2004년 수산식품 및 해양관련제품의 혁신적

상업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극대화 실현을 위해 설립
된 기관임
- Seafood Innovation은 수산 관련 민간 업체의 R&D 프로젝트 제

·

안서를 접수 선발하여 프로젝트 비용의 50% 를 지원해주고 있음
- 동 기관은 기존 생산 시스템에 고부가가치화, 생산 및 가공 비용 절감,

수요 높은 제품 개발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면담결과

○ 기업 지원 현황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천 4백만 달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천
6백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최근 지원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Mt. Cook Alphine Salmon

社의

Pin&Bone out automation(연어 가시 제거 자동화 기기) 개발 사

업이 있음.
: Chinook Salmon은 피레트 당 30개 이상의 가시가 있는데, 최근까지

대서양 연어에 대해서는 가시 제거 자동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Chinook Salmon에는 적합하지 않았음

社

: 현재 Mt. Cook Alphine Salmon 는 Scott Technologyt와 함께 가시

제거 자동화 기술 구현을 하고 있음. 동 사는 식품 산업에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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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로봇 기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업체로 모든 연어 피레트를
높은 해상도로 3D 이미지화하여, 가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최대 홍합 양식업체인 Sanford는 Seafood Innovation의

지원으로 홍합 오프너를 개발하여 기존 인력을 대체하여 자동화
기기로 홍합 탈각 작업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 홍합의 주요 수출 형태는 반각 형태이며, Sanford는 홍합

탈각 자동화 기기로 시간 당 1톤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됨
- Sandford는 이 외에도 양식 폐기물 등을 이용한 스킨케어 제품 개발,

치패 생존률 제고, 홍합 양식의 byproduct인 미역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음
: 콜라겐이 함유된 생선 껍질을 사용한 얼굴 팩(Revoloution fiber)을

생산하여 출시하였음
: 홍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치패 생존률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연어 양식 분야에서는 바다사자 전기 충격기 개발 , 해저 복원

기술, 해저 상태 평가 기술 , 해양포유류 이동 경로 파악 등에 대
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바다사자는 연어 가두리에 종종 출현하는데, 이는 양성 중인 연어에

스트레스를 유발해 먹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
편, 뉴질랜드에서 바다사자는 보호 동물로 해칠 수 없어, 이에 연
어 업계는 바다사자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전기 충격기
를 개발 중에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양식 어업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양식 업계는 매년 양식 어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저 상태 평가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중에 있음
: 연어 가두리가 해양포유류의 이동 경로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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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 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 면담자 : Maria Gray
1) 일반현황

○ 개요
-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이하 NZTE) 2003년 7월 1일 설

립한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정부 기관임
- NZTE는 뉴질랜드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기관으로 뉴질랜드 기

업의 수출전략을 도모하고 뉴질랜드 수출 기업의 올바른 해외투자
및 성공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2) 면담결과

○ 업체규모
- NZTE International office는 호주 태평양 지역(시드니, 멜버른 등),

동아시아(방콕, 마닐라, 도쿄, 서울 등), 중화 인민 공화국(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인도, 중동 및 아프리카(뭄바이, 뉴델리, 아부 다
비 등), 유럽(이스탄불, 런던, 밀라노, 파리 등), 북아메리카(LA, 뉴
욕 등), 남아메리카(산티아고, 상파울루 등) 등 세계 주요 지역에
국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원업무

·

- NZTI는 자국 수출업체의 세계 수출에 필요한 전반을 기획 계획하

고 경영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수출업체의 세계 경쟁
우위를 도모함
- 2019년 현재 NZTI는 약 700여 개의 수출업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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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약 50여 개 업체의 세계 수출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
- NZTI는 해외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국가로의 수출을 위해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
현실을 높이기 위한 목표시장 내 서비스, 자본 확보 방법 및 투자
자와의 연결계획 지원, 전략적 리더십 개발 지원, 공동 투자 기금
지원, 지속 가능한 세계 성장 달성을 위한 검증된 계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산물 생산 및 수출

·

- 뉴질랜드 수산물은 MPI를 통해 어획량을 조절 통제받고 있으므로

모든 수산물 생산자는 생산량(어획량, 어획품목, 어획크기 등)을
기록하고 있음
- 수산물 어획에 있어서는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어획방법(200년 이

상 지속되어온 방법)을 존중하고 치어방류, 최대생산량 통제 등을
지켜가고 있음
- NZTI에서 지원하는 수산물 수출업체들(아시아 권)은 일본, 홍콩

등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서울)으로의 수출
(Hoki 등) 기회를 도모하고 있음
- NZTI는 새로운 시장(한국 등)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매업체(레스토랑, 호텔 등) 판로 확보 구상을 위해 제조
회사 등에 비용을 지출하여 조언을 구하고 있음
- 또한, NewZealand King Salmon, Sanford와 같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규모 있는 회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노력함
- 최근 참치, 대구(blue cod), 새꼬리민태(Hoki) 등이 좋은 수출 품목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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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w Zealand Story

◦ 방문일시 :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 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 면담자 : Sarah Morgan
1) 일반현황

○ 개요
- 뉴질랜드는 2013년부터 국가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뉴질

랜드 스토리(New Zealand Story)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뉴질랜드 스토리의 핵심가치는 뉴질랜드 사람과 땅을 돌본다는 ’

카이티아키 ‘(Kaitiaki, 수호자란 뜻의 마오리족 용어 ), 진실성 ,
인간다움 , 존경을 내포하는 ’진정성 ‘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자원 ‘임
- 동 프로젝트는 뉴질랜트 수출품의 특징, 선진적 기업 경영 환경

등 뉴질랜드만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면담결과

○ 운영 현황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이미지 , 인포그래픽 , 영상 , 발표자료 등

관련 홍보물을 제공하여, 뉴질랜드 수출업체에서 해외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뉴질랜드 스토리에서는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뉴질랜드 제품에 대해
Fernmark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양

치식물 문양을 띄고 있음
- Fernmark는 국내외 뉴질랜드 정부 기관에서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며 , 현재 10억 개 제품이 fernmark를 표시하여
수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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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스토리는 최근 해외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에 원산

지 이미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Fenmark 부착을 권장하고 있음
- Fernmark 부착 시 라이센스 번호, QR 코드가 함께 표시되어 소

비자, 유통업체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 할 수 있음

Ⅲ. 시사점

○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산물 수입은 FTA 체결 후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로부터 2천 6백만 달러, 6천 톤

의 수산물을 수입하였음
- 이는 한국-뉴질랜드 FTA 체결 후 금액 및 물량 각각 연평균
19.2%, 25.2%씩 증가한 수치이며, 체결 전 대비 각각 41.4%,
48.2% 증가하였음

○ 반면, 수입 1위 품목인 홍합은 현지 생산이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FTA 체결 전 대비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홍합 수입은 8백만 달러, 약 1천 톤으로 발효 전 대비
12.7%, 7.5% 감소하였으며, 발효 후 연평균 4,2%, 2.4$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

-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뉴질랜드산 홍합(조제 저장처리 기타)

에 대해 TRQ가 운영되고 있음. 연간 TRQ의 50%는 선착순 배정,
50%는 수입권 공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

- 현지 생산 수출업체는 출하 가공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TRQ 선착순 배정 시기(1월)에 맞춰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은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

지 수출업체는 비교적 운송이 용이한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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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전 수입이 전무하던 오징어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국적 변경에
기인함
- 뉴질랜드 정부는 수산자원의 자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1

일부터 자국 EEZ에 뉴질랜드 국적 어선에 한해 입어를 허가하였고,
현지 원양 업체들은 국적을 뉴질랜드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뉴질랜드 오징어는 기존 원양산에서 2016년 이후

뉴질랜드 수입산으로 집계되고 있음
-

對뉴질랜드 오징어 수입은 579만 달러, 1천 3백 톤을 기록하였음

- 한편,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 오징어를 양허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입 시 22%의 조정관세가 부여되고 있음

○ 뉴질랜드산 연어는 FTA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對세계 연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우리나라 연어 수입은 170만 달러, 64톤이며, 이는 FTA 이후
455.2%, 135.4% 증가한 수치임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對세계 연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및 물량 기준 각각 0.5%, 0.2%로 미미함
- 뉴질란드산 연어(Chinook)는 현재 생산 규모가 세계 연어 생산에서도

비중이 1% 미만이며, 현지 양식장 규모 또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단가의 경우 우리나라 연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노르웨이산
(11.7$/kg) 대비 단가(17.0$/kg)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18년 기준)
- 향후 뉴질랜드산 연어의 수입은 우리나라 연어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프리미엄 연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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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