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int Statement

Korean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 Fishing

11 August 2022

The undersigned group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Korea would like to commend the
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for taking a leadership role in
managing key tuna stocks in the region to remain healthy. We firmly believe that effective
management of all tuna fisheries, in accordance with the UN Fish Stocks Agreement as well as
recommended by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is vital to ensure the
responsible harvest of all tunas and sustainable livelihoo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region.

We, however, have grave concerns over the continued delay in adopting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strongly urge the WCPFC to expedite actions to develop and adopt
Harvest Strategies for all tuna stocks as set out in CMM 2021-01.

As a collective, we specifically request the WCPFC to;

● Make profound progres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anagement Procedures and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for Skipjack, Yellowfin and Bigeye tunas, and
specifically to;

● Adopt precautionary Target Reference Points for Bigeye and Yellowfin;

● Endorse the continue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imit reference points (LRPs)
and target reference points (TRPs) for proper management of all stocks, including
sharks as a priority;

● Improve data collection, regardless of fishing gears, for all tuna stocks as well as
endangered, threatened and protected species and ecosystem impacts that contribute to
science-bas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ollectively, the undersigned companies represent two fisheries certified as ‘sustainable’ by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two in a comprehensive Fishery Improvement Project, and
two in MSC Assessment in the regions managed by WCPFC.

We reiterate our thanks to the WCPFC for its leadership in the global tuna management and
support for expediting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pending Harvest Strategy issues.

Sincerely,



공동성명서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우리는 본 성명서에 서명한 한국의 기업 및 기관으로, 중서부태평양 주요 다랑어 어족자원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모든 다랑어종의 책임있는 어획과 태평양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은
유엔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과 식량농업기구의 책임있는 수산업규범(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에 따라 모든 다랑어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필수적인 주요 보전관리조치(CMM)의 채택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CMM2021-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다랑어 어족에 대한 어획전략(Harvest
Strategies)을 개발 및 채택할 것을 WCPFC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2022년 아래와 같이 WCPFC에 특별히 요청한다.

-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의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s)및
관리전략평가(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

-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목표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을
채택할 것

- 상어를 포함한 역내 모든 어족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한계기준점(Limit
Reference Point) 및 목표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지지할 것

- 과학에 기반한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다랑어종,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영향에 대한 어업정보수집을 향상할 것

본 성명서에는 WCPFC 관리해역 내, MSC 지속가능성을 인증받은 2개 어장,
통합어업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개 어장, MSC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2개 어장을 대표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다랑어 관리를 위한 WCPFC의 리더쉽에 대해 감사를, 현재 계류 중인 어획전략
및 제반사항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지지를 다시 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