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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수산물을위한비영리단체

● 15년이상지속된신뢰받는컨설팅

FishWise의비즈니스파트너

FishWis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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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제휴 조치와협력 실질적인가이던스



국제적인문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경제적손실
그외심각한
문제: 인권남용

남획



국제적인문제:
한국의대처

미국, 한국의불법어업대응정책환영

한국, 지중해해운회사인증획득

한국, 2020년까지불법어업대응변화약속



IUU 어업대응에필요한다양한이해관계자

미국의노력:

● 수산물수입모니터링프로그램 (SIMP)

● 생산이력제

● SALT: 글로벌리소스제공



수산물수입모니터링프로그램 (SIMP)

Source NOAA: 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seafood-import-monitoring-program

우선순위

• 전복
• 대서양대구
• 바다게 (대서양)
• 만세기 (마히마히)
• 그루퍼
• 킹그랩 (적색)
• 태평양대구

• 붉돔
• 해삼
• 상어
• 새우
• 황새치
• 날개다랑어, 꽃도미, 

가다랑어, 검은참다랑어, 
황다랑어

Source: Hosch, G. & Blaha, F. 2017

“위험성기반의생산이력
프로그램”

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seafood-import-monitoring-program


SIMP 데이터

해외생산자

어업 & 하역
● 선박명/기국
● 어업면허
● 기어타입
● 수산물종
● 하역데이터
● 가공데이터및위치
● 조업지역

US 수입기업

보고
● 어업및가공데이터를 정부에보고

기록유지
● 관리연속성 (수입시점까지)

Source NOAA: https://www.iuufishing.noaa.gov/Home.aspx

https://www.iuufishing.noaa.gov/Home.aspx


SIMP의이력제후속절차

SIMP 규정 수입품도착
항만

US 내수공급망



식품안전/제품리콜

공급망운송

정책준수

위험성감축

생산이력제경영사례

생산이력제



이력추적이불가능한공급망의위험성

“글로벌슈퍼마켓, 노예들이깐새우유통”



Food safety/product recalls

Supply chain logistics

Policy compliance

Risk mitigation

신기술

전자생산이력시스템

데이터수집증대

정책및공약

Business Case for 
Traceability

진행중인노력

미국생산이력제



Example traceability commitments from U.S. seafood business
앨버트슨스 2017/2018
실사(due diligence) 진행

정책수립및시간제한 우수사례공유 데이터수집및위험성평가 검증

정보공개 데이터시스템개선 참여및정보제공



미국생산이력제

제3자생산이력플랫폼
앨버트슨스, 홀푸드, 웨그먼스

블록체인파일럿프로젝트
월마트 (양식새우)
기타: 범블비, 미국국립수산연구소

데이터, 생산이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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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ALT?

Purpose: 
SALT (Seafood Alliance for Legality and Traceability) is a
global alliance for knowledge exchange and action to
promote legal and sustainable fisheries through improved
transparency in seafood supply chains. SALT brings
together the seafood industry, governments and NGOs to
accelerate learning and support collaboration on
innovative solutions for legal and sustainable seafoo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raceability, the ability to track
the movement of seafood through supply chains.

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 -
USAID,  Walton Family, 
David and Lucille 
Packard, and Gordon 
and Betty Moore 
Foundations

When: FY2018-2023
Award:  $5M

합법성및생산이력제를위한수산물동맹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독일, 가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키리바시, 마셜제도, 멕시코,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세네갈,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페인, 태국, 미국, 영국, 베트남, 예멘

SALT 데이터지도

Countries participating in Data & Partner Labs 
or completing the surveys. 

37개국

187개기관

227조력자



산업부문 19개기업
Albion Fisheries

At-Sea Processors Association
Avery Dennison

Bali Seafood International
Bumble Bee Seafoods
EachMile Technologies

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ew England Seafood International

Norpac Fisheries Export
Orca Bay Foods

OPAGAC
Pacific Islands Tuna Industry Association

Sea Delight
SourceTrace Systems

SolTuna Limited
Thai Union North America

Trace Register
Walmart

Woolworths

정부기관 17개소
캄보디아

가나(Ghana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Development)
인도네시아(Indonesia MMAF)

타라와(Kiribati Seafood Verification Agency) 
멕시코(Mexico NCAF)

미얀마

뉴질랜드(New Zealand MFMRS) 
미국(NOAA Fisheries)
필리핀(Philippines BFAR)
동남아시아(SEAFDEC)

세네갈(Senegal Protection and Monitoring of Fisheries Directorate)
솔로몬제도

태국수산청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노동부

미국 국무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기타전문기관*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China Blue Sustainability Institute - Conservation X Labs - David Suzuki Foundation - EDF - EJF - Hen 
Mpoano Ghana - Global Fund to End Modern Slavery -GR Japan - Fair Trade USA - FishChoice - Future of Fish - Funding FISH - Humanity 

United - IMCS Network - Interpol - IPNLF - Issara Institute - ISSF -IUCN - Kongsberg Satellite Services - Labour Rights Promotion Network  -
Marine Stewardship Council  - Monterey Bay Aquarium - NRDC - OceanMind - Pew Charitable Trusts - Schmidt Marine Technology Partners -

Seafood Legacy  - SFP - The Nature Conservancy - Vericatch - Verifik8 - Walmart Foundation - WWF    * 예시



아노바푸드(Anova Foods)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일본대사관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유럽연합

퓨처오브피시(Future of Fish)

세계참치동맹(Global Tuna Alliance)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무어재단(Moore Foundation) *

미국해양대기청(NOAA_

패커드재단(Packard Foundation)*

미국국무부

미국국제개발처(USAID)*

월튼패밀리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

세계자연기금(WWF)
* SALT 조정위원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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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공유 & 협력

교육행사
신규도구개발

어업전자문서화 & 생산이력제



완전히새로워진웹사이트
#생산이력추적

참여하세요
이벤트참여, 경험, 질문, 전문가와함께팀구성

바다탐험지도
전세계수산물생산이력제및인권노력탐험

더깊이뛰어들기
세계수산물생산이력관련자료검색



전세계생산이력제탐험

바다탐험지도
전세계수산물생산이력제및인권향상노력탐험

#생산이력추적

https://www.salttraceability.org/seascape-map/


전세계의자료공유

더깊이뛰어들기
세계수산물생산이력관련자료검색

#생산이력추적

https://www.salttraceability.org/resource/the-modus-operandi-and-data-requirements-of-eu-ccs-vs-the-us-simp/


요약

불법어업대응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필요

국제적노력: 정부및시장의역할수행

SALT:  조정및협력을위한국제적구상

www.SALTtraceability.org



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