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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3년 35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313만 톤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1.5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산물 수출국이다. 수산물 수출대국 노르웨이의 핵심은 연간 130만 톤이 넘는 양식 연어 생산이다.

연어양식 생산량은 노르웨이 전체 양식 수산물의 94% 이상을 차지한다. 연어(송어 포함)의 수출액은 51.3억

달러로 수산물 수출액의 69.3%에 달한다. 양식 대구의 수출액도 10억 달러 정도에 달해, 연어를 포함한 

양식 수산업은 노르웨이의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르웨이의 연어양식이 발달한 것은 피오르드 해안의 수온은 차고 파도가 거의 없는 환경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노르웨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획어업을

위해 어획량을 조절하면서 잉여인력을 양식업으로 유도했다. 제도적으로는 어류 육종법 제정으로 양식기업의

자본진입장벽 완화로 양식업의 규모화를 유도했고, 수산양식법으로 양식면허의 소유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환경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육종 기술 개발, 사료 개발, 시스템 개발 등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어양식산업을 이루었다. 

  강원도 동해안은 연중 낮은 수온을 이용하기 용이하여 국내의 어느 곳보다 연어양식의 적지로 평가된다.

해수송어, 은연어 등은 이미 몇 년간의 양식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에서의 연중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

되고 있다. 강원도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연어양식을 모델로 강원도 동해안을 연어양식산업지대로 조성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연어수입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에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이다.

  2040년에는 연간 50만 톤 이상의 연어 생산, 고용 창출 1만 명, 글로벌 양식기업 육성,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등을 목표로 연어양식 산업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어양식단지 

적지 조사 및 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여 2020년까지 양식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자. 어촌과 어업인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강원도 수산업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양식 산업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20년 후의 동해안을 더욱 풍요로운 미래 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라도 이제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책메모  20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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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산물 수출대국 노르웨이

■ 노르웨이 수산물 생산 구조

○ 2013년 노르웨이 수산물 총생산량은 357만여 톤이며, 이 중 어획이 62.7%, 

양식이 37.3%

- 어획 생산량은 세계 11위, 양식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

○ 어획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으나, 양식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어획은 대구류, 청어류가 주요 어종

- 양식은 연어, 무지개송어, 대구, 넙치가 주요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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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AO

<노르웨이 어획 생산량(위) 및 양식 생산량(아래) 추이(단위 :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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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양식 생산량 세계 1위

○ 노르웨이 연어양식 생산량은 전 세계의 50% 이상을 점유

- 2013년 기준 노르웨이 56.0%, 칠레 22.9%, 스코틀랜드 7.7% 점유

○ 연어는 노르웨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4.4%

- 2013년 양식 생산량 133만 톤 중 125만 톤이 연어 

- 이외에도 무지개송어 5.2%, 패류 0.2%, 넙치 0.15%, 대구 0.1% 차지

■ 수산물 수출 세계 2위

○ 2013년 수산물 수출액은 73억 9,841만 달러(약 8조 5,000억 원)로 노르웨이 

3위 수출산업

- 수산물 수출액의 약 70%는 양식 수산물

- 연어와 해수송어 수출액이 51억 3,037만 달러(약 5조 8,900억 원), 대구가 

12억 6,136만 달러(약 1조 4,500억 원)

- 전 세계 140여 국가에 수출(러시아, 프랑스,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

국가 2002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China 4,485 18,228 15.1 

Norway 3,569 8,912 9.6 

Thailand 3,698 8,079 8.1 

Viet Nam 2,037 6,278 11.9 

USA 3,260 5,753 5.8 

Chile 1,867 4,386 8.9 

Canada 3,044 4,213 3.3 

Denmark 2,872 4,139 3.7 

Spain 1,889 3,927 7.6 

Netherlands 1,803 3,874 7.9 

소계 28,525 67,788 9.0 

세계 총계 58,301 129,107 8.3 

<세계 주요 양식 수산물 수출국 및 수출액(백만 달러)>

자료 : FAO

○ 우리나라의 노르웨이 수산물 수입량은 증가 추세 

- 2014년 37,912톤(1억 8,336만 달러), 2015년 53,316톤(2억 1,908만 달러)으로 

수입 증가(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고등어, 킹크랩, 연어가 주요 수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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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르웨이 연어양식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관리 시스템 개발

○ 노르웨이 연안은 차고 깨끗한 해수로 연어양식의 최적 환경 조건 구비

○ 1960년대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1970년대부터 상업적 연어양식을 시작하여 

현재는 노르웨이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

- 노르웨이 연안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까지 160여 지역에서 연어양식 

- 5,700여 명 직접 고용, 관련 분야로 확대하면 21,000명의 고용 창출

○ 수중 가두리양식을 첨단시스템으로 관리

- 수중 20~50m에 가두리 설치. 육상에 설치된 콘트롤타워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 종묘생산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콘트롤타워에서 관리

- 수중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사료급이, 수질 관리, 연어상태 관리 등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 Norwegian seafood federation

<노르웨이 연어양식 수중가두리>

   
자료 : 부산일보(2015.6.29.)

<모니터링 시스템>

○ 양식면허 및 종사자 지속 증가

- 2014년 현재 양식면허는 1,204건이며, 직접 종사자는 5,700명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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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Production of fish for food

Hatcheries and fingerling 

production

Licenses Persons Licenses Persons Licenses Persons

2004 1,146 3,129 926 2,275 220 854

2005 1,143 3,055 923 2,181 220 874

2006 1,136 3,353 909 2,388 227 965

2007 1,157 3,737 929 2,537 228 1,200

2008 1,142 3,919 922 2,714 220 1,205

2009 1,204 4,238 990 2,930 214 1,308

2010 1,207 4,932 994 3,456 213 1,476

2011 1,225 5,316 1,016 3,784 209 1,532

2012 1,206 5,426 1,006 3,969 200 1,457

2013 1,208 5,565 1,018 4,177 190 1,388

2014 1,204 5,759 1,015 4,298 189 1,461

<노르웨이 양식 분야별 면허와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Statistics Norway 

■ “Marine Harvest Norway” 등 글로벌 기업 육성

○ 연어양식은 투자비가 높아 기업 중심으로 발전

- 해양 수중가두리 양식이 대부분으로 양식장 시설비, 운영비 등 투자비가 

높아 자본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발전

- 연어 종묘생산에서, 양식,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고, 전체 

공정을 통합 운영

○ “Marine Harvest Norway” : 세계 최대의 연어양식 기업

- 세계적으로 215개의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칠레에서 연어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 양식을 기반으로 가공, 훈제, 유통, 판매 등 다양한 사업 영역 구축

- 2013년 고용인원 10,616명(19만 톤 생산), 2014년 고용인원 11,715명(42만 톤 

생산)으로 증가

- 23개국에 지사를 두고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실적은 약 3조 5,000억 원

○ “Mainstream Norway” : 연어양식산업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 칠레,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지에서 연어, 송어, 대구 등을 양식

- 2011년에는 12만 톤의 연어를 생산하였으며, 44개의 양식면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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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eg Seafood Norway” :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연어와 송어를 

주로 양식하는 세계적인 기업

- 2007년 노르웨이 주식 상장, 40개의 양식면허 보유, 연간 2.8만톤 연어 

생산

○ 그 외에 연간 2.4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 다수

- Leroy Seafood Group(12만 톤), Salmar ASA(9.3만 톤), Nova Sea AS(2.9만 톤), 

Sjotroll Havbrukas(3만 톤), Nordlaks Holding AS(2.4만 톤)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수천 톤을 생산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   

■ 품질 향상 및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

○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연어 생산

- 연어육종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연어양식으로 자연산 연어보다 양식산이 

고가

- 항생제 대신 백신 접종으로 소비자인 인간의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가두리에 수용하는 연어의 밀도는 수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건강한 연어 생산

○ 해양 수중가두리양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육상양식 시도

- 해양 수중가두리는 양식연어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문제, 질병 치유의 

어려움, 연안오염 관리문제 등으로 육상에서 첨단으로 양식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음

<육상 연어양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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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연어양식 산업화의 성공 요인

○ 수산양식 대규모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 어획어업인의 수를 제한(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어획량 할당제)하면서 

잉여 인력을 양식업으로 유도

- 어류육종법(Fish Breeding Act) 도입을 통해 양식기업의 자본진입장벽 

완화로 대규모화 유도(양식면허의 자유로운 매매 허용)

- 수산양식법(Aquaculture Act) 제정으로 양식면허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 규제는 완화. 반면에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 수산물 생산에서 수출까지 적극적인 관리(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가 수출 

주도)

- 정부는 보조금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종, 양식시스템 개발, 사료

개발 등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

∙ 강원도 동해안은 해수의 수온이 낮은 점 등 노르웨이 해양 환경과 유사하여 한해성

수산자원의 양식 산업화 추진이 가능

∙ 진입규제 완화와 마린 하베스트 노르웨이 같은 글로벌 기업육성

∙ 해양 가두리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최근 추진하는 육상양식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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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양식 산업화의 필요성

■ 어획어업 일변도로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

○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1982년까지 전국 대비 5%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

- 어선규모 소형화, 어업인 감소, 어업인의 초고령화, 어업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 및 전국 비중 추이>

○ 일반해면(어획) 생산량 비중은 90% 이상 유지

- 내수면 생산량 비중 4.4%, 천해양식 4.2%

자료 : 통계청

<강원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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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

-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고,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

- 2010년 5,012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1억 7,153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홍게살은 감소 추세이고, 러시아산 갑각류, 패류 수입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

- 한중 FTA의 영향으로 수입은 급증할 우려가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도 수산물 수출입 추이>

■ 양식 산업화 필요성

○ 양식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활성화의 돌파구 마련

- 어획어업의 성장은 어려운 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한계에 봉착

- 양식 산업화를 통해 생산, 가공, 유통･판매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귀어귀촌을 유도하는 등 수산업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수산물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 강원도 동해안 특성에 부합하는 수산양식 산업화 가능

- 동해안의 저온 특성을 활용한 한해성 수산자원 양식산업 특화

- 고성군 봉포항에서의 은연어 수중가두리양식의 성공적 진행은 향후 연어류 

대량생산 및 산업화 가능성 시사

○ 정부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정책 마련 중

- 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적지 선정 추진(2016년)

- 초기 투자비가 높은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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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도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한 과제

■ 20년 후의 동해안을 풍요로운 수산양식산업특구로 조성

○ 20년 후에는 기후변화 심화로 수산자원의 고갈, 해수면 상승 등 수산업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으로, 동해안의 어촌과 어업인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노르웨이는 1960년부터 연어양식을 준비하여 결실을 맺기까지 20년 이상이 소요

- 20년 후의 풍요로운 강원도 동해안의 미래 수산업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수산양식 산업화의 기반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강원도 동해안을 연어양식 산업화 지구로 조성

○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연어양식의 전략 산업화 

검토 필요

- 2015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6억 3,039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

- 세계적인 다소비, 고급 품종인 연어를 대상으로 양식 산업화를 통해 무역

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전략 필요

- 강원도 동해안을 연어양식 산업화 지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노르웨이식 규제완화 및 과감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정부는 육종, 사료개발, 백신개발, 양식시스템 개발 등에 집중적인 지원

-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제도 완비

- 어촌계, 어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양식 산업화 조기 추진

○ 정부가 추진하는 양식단지 조성 후 민간 분양 방식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수산양식은 초기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가 높으므로 대기업의 투자 유도

- 수산양식에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수산대기업의 유치를 통한 

양식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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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육상 연어양식단지의 조기 조성

○ 정부는 연어양식적지 선정 추진 예정(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 해수송어는 육상 빌딩형 양식장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추진 검토

○ 강원도 동해안에서 연어 수중가두리양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기에 양식적지 선정 및 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화 추진

- 연어양식은 최근 육상형 양식단지 조성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상형과 육상형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

■ 강원도형 연어양식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연어 품종의 육종을 통한 강원도형 품종 개발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서양연어보다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품종의 개발

- 은연어나 시마연어 등에 대한 품종 개량을 통해 특화하는 방안 추진

○ 대량으로 어획되는 저가의 수산물을 활용한 사료개발을 통해 양식 경쟁력 확보

○ 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수질관리 기술 개발, 양식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상 또는 육상형 양식시스템 개발 등 연구 개발 집중  

■ 연어양식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국내 연어 수입량 급증에 따른 수입 대체

- 우리나라는 2012년 32,400톤, 2013년 31,800톤, 2014년 36,600톤 수입(Kontali)

○ 중국의 연어류 소비 증가에 따른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육성

- 중국(홍콩 포함)의 연어류 수입량은 2012년 53,700톤, 2013년 62,600톤, 

2014년 78,700톤으로 지속 증가(Kon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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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양식 산업화 2040 계획 수립을 통한 수산업 비전 제시 및 정책적 추진  

- 연어 생산량 50만 톤 목표 달성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을 우리나라 수산업의 

신발전 지대로 조성

구분 2020 2030 2040 비고

생산 목표 연간 10만 톤 25만 톤 50만 톤

수출 목표
양식 산업화 기반 조성, 

내수용 생산

수출 본격화, 

무역수지 흑자 전환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노르웨이는 현재 

100만 톤 상회

기업 육성
기업유치, 연구개발 

집중 지원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10만 톤 이상 생산. 

글로벌 기업화

고용 창출 1,000명 5,000명 10,000명
노르웨이 100만 톤 생산,

20,000여 명 고용 창출

■ 수산양식 육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어업인의 지속적 감소는 어촌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어업인 주도의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 산업화 추진

○ 행정기관은 어촌계, 어업인 등과 협력하여 대기업의 유치 등 수산양식 산업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노력

- 연어양식적지 선정 및 양식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어촌계 및 

어업인의 적극적 협력 필요

- 수산양식은 어촌계, 어업인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배타적 권리주장 

보다는 기업과 어업인의 상생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접근 필요

- 양식 산업화의 필요성 등을 어촌계, 어업인에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필요

※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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