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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4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한 7.9억$

신선

가공
10.8%

수산
16.2%

105 백만$

19.0%

516 백만$

169 백만$

파프리카, 사과, 단감

음료, 맥주, 마요네즈

고등어, 전복

인삼, 배, 팽이버섯

제3맥주, 커피조제품, 라면

참치, 굴, 김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팽이버섯(57%), 라면(38%)

미국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이용업체 간담회(2.18)
김(△20%), 배(△19%)

93백만불(0.3%)

음료(38%), 김(3%)

► 태국 CFR연계 한국 신선 및 가공식품 판촉전(2.9~3.8)
커피조제품(△37%,), 라면 (6%)

134백만불(△13%)

생수(19%), 설탕(2%)

► 2016 타이베이 프랜차이즈 박람회(3.11~14) 준비
홍삼(△50%), 비스킷(△25%)

► 2016 수퍼마켓트레이드쇼 참가(2.10~12)
제3맥주(△62%), 김치(△18%)

일본
173백만불(△22%)

음료(5%), 김(2%)

► 주중한국문화원 한국식품 수출홍보관 및 체험관 준비
설탕(41%), 비스킷(△32%)

중국
115백만불(△25%)

채소종자(29%), 인스탄트면(12%)

► 2016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3.20~23) 참가 준비
참치(△22%), 라면(△19%)

: 15%이상 /

홍콩
43백만불(△19%)

김(46%), 파프리카(7%)

☆

ASEAN

: 5~15% /

EU
47백만불(△31%)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15호

2016. 2. 19(금)

* 실적 : ‘16.1.1 ~ 2.14

‘배’ 베트남으로 수출 증가
◇ 베트남 내 한국 교민이 지속 증가하며 한국산 배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월은 전년보다 이른 설(2월초)의
영향으로 선물용 수요 대폭 증가

베트남 : 622천불(102%)

► 주요 수출국 : 대만(5,158천불, △13%), 미국(2,457, △9), 홍콩(114, △25),
캐나다(79, △3), 싱가포르(74, 80)

전체 : 8,647천불(△9%)

‘냉동만두’ 유럽으로 수출 증가
◇ 냉동만두(기타파스타)는 현지 대형유통업체 입점효과 및 아시안계
소비자를 겨냥한 음력 설 기간 판촉행사 진행으로 수출 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1,404천불, △1%), 홍콩(399, 95), 중국(292, △35),
독일(155, 310), 영국(139, 77)

4,285천불(9%)

태국으로 ‘딸기’ 수출 증가
◇ 구정 및 발렌타인데이로 인한 수요 증가와 슈퍼마켓 뿐만 아
니라 SNS를 통한 주문·배송서비스가 시작단계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딸기가 판매되고 있어 판매 확대 추세

태국 : 971천불(15%)
전체 : 7,556천불(△24%)

► 주요 수출국 : 홍콩(3,258천불, △17%), 싱가포르(2,279, △35),
말레이시아(563, △48), 인도네시아(129, △15), 괌(70, 27)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격주로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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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인도네시아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
건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규정 시행(2.17)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통관규제 예
방 위해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
- 對 인니 주요 수출농산물인 딸기, 토마토,
감귤, 사과, 배, 단감, 버섯 대상(7작물)
- 작물별·적용병해충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잔류기준 등 수록
화학물질안전과(063-238-3233)

국산 품종 육성으로 난 수출확대 지원
►우수한 국산 심비디움·팔레놉시스 품종
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평가회 실시
- 일시 / 장소 : ’16.1.2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강당
- 내용 : 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및수
출대상국별 선호 품종 선정 등
►외국품종 의존도가 높은 수출용 난의
국산 품종 대체와 절화용 난 품종 육성을
강화할 계획
화훼과(063-238-6842)

수출용 딸기 신품종 현장평가회
►기존 수출 품종 ‘매향’의 단점을 보완한
딸기 신품종 개발을 위한 평가회 개최
- 주관 : 딸기수출연구사업단
- 일시 : ’16.2.18(목) 14:00∼16:00
-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멜론(주) 회의실
- 내용 : 최신 육성 신품종의 생육·과실 특성
평가, 딸기 시범수출 사례 발표 등
채소과(063-238-6641)

☆ 농진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