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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믿을만한 수산물 생산통계 발표
중국 | 전체 | 연구/조사 | 2001.12.20

중국의 수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정부관계자
Yang Jian에 따르면, 금번 발표된 통계는 중국 전체에 대한 것이며 하급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중앙정부가 집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통계는 국제적으로 행
해지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중국 통계청이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세밀하게 이루어
졌다고 한다.
캐나다 과학자 Reg Watson과 Daniel Paulty가 지난 11월 29일 영국의 학술지
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로 중국의 수산물 산출량은 UN이
집계했던 양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통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과 그간에 이루어진 수산
업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Yang Jian의 말을 빌리자면, 지난 20여년간 중국의 수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이미 주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1980년 49,000 여 척이었던 어선의
수가 지난해 280,000 여 척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더라도 중국 수산업의 성장세
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중국
를 내는데
리나 게를
한 부분을

수산업의 특성 상 여타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표본조사는 적절한 통계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서는 해파
많이 소비하지 않지만 실제로 중국 전체의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 상당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량이 소량 감소했다. Yang Jian은 지난해 중국의 수
산물 생산량이 처음으로 1.35% 감소한 것을 들어 올해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
다고 전망했다.
물론 지난 수년간 중국은 연간 2~3개월에 걸쳐 130,000 여 척의 어선에 대해
조업을 금하는 등 어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정부는 1998년 이후로
어선수의 증가를 억제했으며 향후 5년간 30,000 여 척의 조업을 제한 할 것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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