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르웨이 고등어 동반성장 위한 ‘2017 고등어 오픈 포럼’ 성공적 개최

노르웨이 고등어, 한국 수입 고등어 시장점유율 88%로 사상 최고
- 22일 열린 ‘고등어 오픈 포럼’서 세계 고등어 시장 연구결과 등 다양한 인사이트 발표돼
- 좋은 품질 갖춘 균등한 크기의 고등어가 원활히 공급되는 것이 성장 비결
- 양국 고등어 업계의 발전 위한 활발한 토론 열려

(사진 1, 좌측) ‘2017 고등어 오픈 포럼’에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담당 군바르 비에(Gunvar L. Wie)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2, 우측) ‘2017 고등어 오픈 포럼’에서 얀 그레브스타(Jan Grevstad)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주최한 ‘2017 고등어 오픈 포럼(Mackerel Open
Forum)’이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등어 시장을 전망하고, 양국 업계 간의 정보
를 교류함으로써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 수산업계 관계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환영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통찰력 있는 정보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고등어, 지난해 한국 수입 고등어 시장점유율 88%로 사상 최고
먼저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연구기관인 프로마(Promar)가 ‘노르웨이 고등어의 한국시장 성장 잠재
력’이라는 주제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한국 수입 고등어 시장점유율의
88%가 노르웨이산이라는 내용이 공개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고등어 시장 점유율 1위는 국내산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고등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수입 고등어 중에서는 특히 노르웨이 고등어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1년만 해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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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수입산 중 1위(38%)였으나, 5년 만에 노르웨이산이 88%, 중국산이 6%로 크게 변화했다.
노르웨이 고등어가 국내에서 성장한 비결로는 뛰어나고 균등한 품질의 고등어가 원활하게 공급되
었던 점이 꼽혔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가장 영양이 풍부한 가을 제철에 어획되어 급속 냉동된 후
유통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크기가 작은 어린 고등어의 어획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
서 균등한 크기와 높은 품질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점은 순살고등어나 HMR 제품 같은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때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순살고등어 제품의 90%가 노르웨
이산이다. 순살 제품은 1인가구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
할만한 부분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순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 국내 가공업체들이라는 점
이다. 이는 업계 동반성장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 국민생선은 ‘고등어’… 양국 업계의 열띤 토론도 이어져
NSC의 고등어 및 갑각류 부문 글로벌 지부장 얀 에릭 욘센(Jan Eirik Johnsen)이 발표한 ‘수산물
소비자 조사(Seafood Consumer Index)’ 결과도 큰 관심을 얻었다. 한국에서 다양한 수산물 선호도
를 조사한 결과, 성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고등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르웨이
고등어의 국내 인지도와 선호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도 발표되었다.
이외에 NSC의 국내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활동 계획이 공유되었고,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양국 업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르웨이의 고등어 수출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특별팀
(Task Force Team) 3인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 간의 전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로 국
내 고등어 업계와의 협력방안, 한국 시장의 특징과 업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
뤄져 의미를 더했다.
군바르 비에(Gunvar L. Wie) NSC 한국 담당 이사는 “한국 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발전
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 수산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추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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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전문 연구기관 프로마(Promar)의 연구원이 글로벌 고등어 시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4)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와 국내 수산업계 관계자간의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NSC) 소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노르웨이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마케팅 조직이다.
주요 활동분야는 시장분석,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이며 유통채널이나 레스
토랑, 온라인 분야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의 본사는 노르웨이 트롬쇠에 위치하고 있으며, 12개의 해외지
사를

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http://blog.naver.com/norgeseafood)나

정보는

한국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http://www.norge.co.kr),

모바일 페이지(http://www.norgemobi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페이지는 첨부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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