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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한·세이셸 수산협력 필요성
□ 한·세이셸 수산협력은 국가적인 차원과 수산업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
국으로 가입함으로 공적개발원조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아프리카 역내
새로운 수원국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ʼ00~ʼ10년도 지역별 평균 양자 간 원조금액을 보면 아시아 65%, 아프리
카 13% 등으로 원조대상국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빈
곤한 지역인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원조대상국을 다양화할
수 있음

- 아울러 세이셸과의 해양수산협력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교적·경제적 실익 획득이 가능함
 특히 우리나라가 세이셸의 자원 이용·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사전적인 우호적 관계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유럽 선진국은 식민
지 시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은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이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수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인도양 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로서
활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술지원과 자본 투자를 통해 세이셸이 가지고
있는 EU 수출 특혜를 활용하여 수산물 EU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함
- 다랑어를 포함한 인도양 수산자원 확보 및 우리나라 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세이셸과의 협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자원관리 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를 통해 세이셸 수산물 생산량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EU 수출 확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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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이셸 현황
□ 세이셸은 인도양의 군도로서 넓은 EEZ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음
- 세이셸의 영토는 제주도의 1/4에 불과하지만 140만 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주요 다랑어 어장을 포함
하고 있음
- 세이셸은 소규모 국가로 육상자원이 빈약하므로 주로 관광업과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이셸 정부는 관광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함
 세이셸의 외화 획득산업 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세이셸 자연자원산업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산
하에 수산청(Seychelles Fishing Authority, SFA)이 있고, 수산업은 전통
어업(Artisanal fishery), 준산업어업(Semi-industrial fishery), 산업어업
(Industrial fisheries)으로 구분됨
- 전통어업에서 주로 어류 및 갑각류를 어획하는데 이들 어종에 대한 서식
지 조사 및 자원량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선단을 제외한 세이셸 어업인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입어(open
access)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신규 진입에 제한은 없음. 단 외국 선망선
단에 대해서는 최대 50개의 면허 상한치가 존재함
- 국가가 운영하는 배양장은 없으며 자원조성사업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산업어업 대상어종인 다랑어를 제외한 수산업의 수준은 매우 낮음
 수산물 가공시설 및 기술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수산물 유통에 있어 위

생시설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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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 수출 중 거의 대부분을 수산물이 차지함
- 2011~2012년 세이셸 수출 품목 중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90%대의 비중을
차지함. 주요 품목은 다랑어 통조림과 어분이고 다랑어 통조림은 주로
EU로 수출됨
- 반면 수입은 통조림회사인 IOT(Indian Ocean Tuna)가 수입하는 냉동다
랑어가 총 수입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 후 캔으로 가공 후 재
수출됨으로 수산물 수출량과 수입량에 두 번 산정될 수도 있음(=double
counting)

III. 한·세이셸 수산협력 방향
□ 세이셸 환경 분석 및 세이셸 측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에 기초하여 도출한
기본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세이셸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ʻ수산진흥종합계획(안)ʼ 수립·지원
 세이셸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세이
셸 수산협력의 포지셔닝을 하여야 함
 즉 세이셸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계획 하에서 내실있는 협력사업 도출 및

세부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수산협력 추진
 세이셸 수산관련 문제점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

흡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임
 세이셸과의 상호주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적더

라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 수산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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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

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마련 및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적인 사회·경제·문화적 개발을 지원함
- 세이셸 측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협력사업 추진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여국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수원

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이셸 측이 제시한
사업을 최대한 고려해야 함
- 협력 초기에는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함
 수산 발전을 위해서는 세이셸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최적

의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안 및 자원관리를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랑어어업 관련 문제 해결은 협력기간 전체에 걸친 노력이 필요
 다랑어 자원량 조사, 외국어선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이 필요

- 세이셸 수산인의 지속적인 교육체계 및 전문적인 R&D 기반 마련
 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ʻ어촌계ʼ 및 ʻ자율관리

제도ʼ 도입을 지원하고, 세이셸대학 내 수산관련학과 개설·운영을 지원함
- 수산기술 이전 및 교육 활성화
 세이셸의 취약부문과 관련되는 수산기술을 이전하고, 사후적으로 교육이

수자를 관리하고 심화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국제기구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세이셸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Agenda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ʻ국경없는 양식회ʼ를 통해 양식업 기술 전수 등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산기술과 세이셸의 수산자원을 접목·
활용하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창출사업을 연계하는 수산분야의
종합적인 ODA 사업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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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의 수산자원과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즉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다랑어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업은 초기단계임으로 우리나라가 다양
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한-세이셸 수산부분 협력사업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양국 간 해양수산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다랑어장 등 수산자원에 대한 추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인도양의 요충지인 세이셸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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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원국 발굴
ʼ09년 11월 우리나라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목표를 수립함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ʼ09년 0.1%, ʼ10년 0.12%, ʼ11년 0.12%, ʼ13년
0.14%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목표치에는 부족한 상황임
- DAC 회원국 평균 ODA/GNI 비율은 ʼ11년 0.31%임

아울러 ʼ00~ʼ10년도 지역별 평균 양자 간 원조금액을 보면 아시아 65%, 아프리카
13% 등으로 원조대상국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ODA/GNI
비율을 증가시키고 원조대상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협력을 통한 한-세이셸 관계 강화로 외교적·경제적 실익 획득
세이셸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나 산업발전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세계 2위의 다랑어 어장을 보유하고 있고, 석유매장량은 약 1조~4조 2억 배럴로
추정됨
우리나라가 세이셸의 자원 이용·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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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립이 필요함. 특히 해양수산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럽 선진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은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이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우리나라는 국가 간 해양수산협력을 통해 세이셸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브랜
드를 각인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이셸과의 우호관계를 구축 및 강화할 수 있음

▶ 국내 수산기업, 인도양 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 필요
다랑어를 포함한 인도양 수산자원 확보 및 우리나라 수산업의 해외어장 진출
위해 세이셸과의 협력이 요구됨. 특히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4척이 조업 중에
있으나, 향후 세이셸 EEZ내 수산자원 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적으로 세이셸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주도의
호의적인 수산협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지원과 자본 투자를 통해 세이셸이 가지고 있는
EU 수출 특혜를 활용하여 EU 수출 확대 가능
EU는 전 세계 1위의 수산물 수입국이자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임
우리나라 자원관리 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를 통해 세이셸 수산물 생산량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EU 수출 확대가 가능함
- EU의 북쪽 지역 국가들은 가공된 수산물을 선호하는 반면 남쪽 지역 국가들은 신선
수산물을 선호하는 상이한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음1). 이를 활용하여 EU로의
수출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략적인 수출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을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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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산자원량 증대 및 가공업 발전과 접목할 수 있음
- 특히 가공시설 지원 등의 수산가공부문 협력을 통해 세이셸의 미개발된 수산가공업
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
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세이셸 후방산업 발달 시 수산업의 가치 증가
수산업에서부터 지역경제로까지 후방연쇄효과를 증진시킨다면 수산부문의 잠
재적인 가치가 더욱 증가됨으로 특히 낙후된 가공산업과 유통산업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수산물의 저온저장 및 유통시설 지원 및 기술 전수를 통하여 세이셸 수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1) The EU fish market, European Commission,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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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이셸 현황
1. 세이셸 일반정치경제 현황
▶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군도, 세이셸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
세이셸의 영토는 총 455 으로 제주도의 1/4에 불과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140만  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총
491 임
세이셸의 EEZ는 세계적인 다랑어어장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영토의 특성 때문에 육상자원이 부족하여 소비재의 90%를 수입하고 있음
총 교역 규모는 12.6억 달러이며 그 중 수출이 3.9억 달러, 수입이 8.7억 달러이므로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 IMF의 관리대상국가임
열대 해양성 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 기온이 약 30℃임
<그림 1> 세이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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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이셸의 EEZ 및 상세 지도

자료 :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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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의 인구는 증가 추세로 2012년 현재 총 91,689명2)이며 인구밀도는 200명
/ 임
- 세이셸의 수도 마헤섬 빅토리아시에 약 6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세이셸의 종족은 크레올, 아프리카인, 인도인, 중국인, 아랍인으로 구성됨

공용어는 영어이며 이외에 크레올(Creole)어,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음
종교는 로마가톨릭교(82.3%), 개신교(7.5%), 기타 기독교(3.4%), 힌두교
(2.1%), 이슬람교(1.1%)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76년에 세이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80년에 단절되었
다가 1995년에 수교를 재개함
- 세이셸 무상원조(컴퓨터, 의료기기, 자동차 등)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37만
달러 정도이고, 2010년에는 연수생을 초청한 바 있음
- 양국 간 교역규모는 2,691만 달러이고 이 중 수출 1,836만 달러(자동차, 공산품 등),
수입이 856만 달러(다랑어, 어육 등)임

우리나라는 현재 동원산업이 세이셸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2012년부터 동원산업과 동원수산이 진출하여 다랑어 조업활동 중임

세이셸은 우리나라에 세이셸관광청, 세이셸투자청 한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참가함
- 우리나라에서 세이셸로 가기 위해서는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나이로비를 경유
해야 함
2) 세이셸 오픈데이터 http://seychelles.opendataforafrica.org (2014.8.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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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은 1976년 독립하여 현재 영국 연방 소속국가임
공화제 국가로서 현재 James Michel 대통령이 2011년 재선하여 현재 임기(5년)
수행 중임
세이셸은 UN, IMF, AfDB, IBRD, FAO, ACP, COMSEA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

▶ 수산업, 세이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세이셸의 통화는 세이셸 루피(Seychelles Rupee, SR)이며 1인당 명목 GDP는
2012년 $10,571로 아프리카 지역 1위임
세이셸은 소규모 국가로 육상자원이 빈약하여 주로 관광업과 수산업에 의존하
고 있으며, 이 두 산업은 세이셸의 경제를 떠받치는 두 개의 축임
- 관광업과 수산업은 2004년 GDP의 2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GDP의 3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32%를 고용하고 있음

특히 세이셸 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다랑어산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세이셸 정부는 관광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육성시
키고자 함
- 2012년 세이셸 수산부문은 국가 전체 총고용인원의 약 10%인 5,000~ 6,000명을
고용하였는데 이 중 Indian Ocean Tuna(통조림회사)가 약 2,500명을 고용하고 있음

2010~2012년 동안 세이셸 수산부문이 획득한 외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국가 전체의 외환규모에 비해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수산부문은 여전히 관광부문의 외환획득 규모(27%)보다 높은
비중인 32%를 차지하고 있어 세이셸의 산업 중 수산부문의 경제적 위상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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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3개년 수산부문의 총 외환획득 규모
구 분
유형수출품
(visible exports) (a)

2010

2011

2012

ʼ11 대비
ʼ12 변화율

2,571,765 3,199,065 3,599,892

12.53%

산업적 다랑어어업 수입
(Revenue from Industrial Tuna Fishing) 1,297,210 1,456,550 1,264,799
(b)

-13.16%

수산부문의 총 유입
(Gross inflow from fisheries)(c=a+b)

3,868,975 4,655,615 4,864,691

4.49%

세이셸의 총 외환규모
(Current Account Receipts)(d)

16,278,000 14,126,000 15,959,800

12.98%

비중(c/d)

36%

33%

32%

자료 :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2 참조하여 일부 가공

2. 세이셸 수산부문 현황
▶ 수산관련 세이셸 정부 조직은 자연자원산업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산하에 수산청(Seychelles Fishing
Authority, SFA)을 두고 있음
SFA는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Act에 의해 1984년에 설립되어 수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약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
- SFA는 직원 및 연구자 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에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세이셸 정부, 수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
세이셸 정부는 현재 주요 산업인 관광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산업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국가경제에 Blue Economy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수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기대함

Ⅱ. 세이셸 현황 | 9

세이셸 수산업은 크게 전통어업(Artisanal fishery), 준산업어업(Semi-industrial
fishery), 산업어업(Industrial fisheries)으로 구분됨
- 이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어업은 손낚시, 통발
등을 이용한 소규모 어업이며, 준산업어업은 주로 연승어업으로 다랑어와 황새치를
잡고 있음. 한편 산업어업은 주로 다랑어조업을 하는 외국 선단을 일컬음

세이셸 정부는 현재 ʻʻ세이셸 바다양식 마스터플랜(Seychelles Mariculture
Master Plan)ʼʼ을 수립 중인데, 이 계획의 목적은 국가의 경제계획 비전과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양식 부문을 창조하는 것임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류 보조금을 운영 중이며 시중가의 50% 정도로 공급하고
있음

▶ 세이셸의 MCS(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는
Monitoring Control Unit과 Enforcement Unit으로 구성됨
Monitoring Control Unit은 조업관리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re; FMC)와
Fisheries Control Unit으로 나누어짐
- 조업관리센터는 어선의 보고, VMS(Vessel Monitoring System), ICCAT 및 IOTC의
통계자료, EU 및 Non-EU의 어획증명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
- Fisheries Control Unit은 어업 허가 업무를 관할함

세이셸은 European Develop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Project Smart Fish의
MCS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자원관리 관련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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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업에서 어류 및 갑각류는 중요한 수산자원이나 이에 대한 서식지 조사
및 자원량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국선단을 제외한 세이셸 어업인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입어(open access) 체
제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진입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
- 면허제도, 허가제도, TAC 제도와 같은 자원관리 수단이 없고, 일부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 수단으로서 금어기 제도만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 선망선단에 대해서는 최대 50개의 면허 상한이 존재함

최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 Praslin지역에서 Co-management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삼
어업을 위해 해삼생산자연합체(Association of Members of The Seychelles Sea
cucumber Industry)가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해삼어업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음

국가가 운영하는 배양장 및 자원조성사업이 전무한 실정임
<표 2> 시행 중인 자원관리제도 현황
자원관리제도

시행 여부

MCS(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O

서식지 조사

X

자원량 평가

X

자국민 어업 진입 규제

X

외국 선단 조업 면허 상한

O

금어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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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총생산량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
2012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총 생산량은 104,839톤으로 전통어업 및 준산업어업
총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음
- 이는 2009년부터 증가한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으로 인해 조업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선망어업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연승어업 생산량
은 증가하였음
<표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량 추이
구 분

전통어업

2009

2010

2011

2012

3,019

2,595

2,875

2,502

329

295

238

271

30,824

30,338

30,152

31,400

훈제물고기

28

30

29

28

새우

50

기타

60

70

110

68

총 국내생산량

34,310

33,328

33,404

34,269

선망어업

68,339

75,787

63,212

50,938

연승어업

8,323

6,659

7,566

12,164

소계

76,662

82,446

70,778

63,102

어분

5,168

7,663

2,986

6,579

어유

826

915

767

871

소계

5,994

8,578

7,753

7,468

116,966

124,352

111,935

104,839

준산업어업
다랑어 통조림

총생산량

-

-

주 : 선망어업과 연승어업은 세이셸 선박에 의한 어획량만을 산정한 수치임
자료 :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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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5

▶ 다랑어 및 바다가재 어획량 감소 추세
2003~2012년 동안 산업적 선망어업의 다랑어 어획량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총 다랑어어획량은 약 23만 톤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약 41만 톤에 비해
절반 정도가 감소함
-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황다랑어(yellowfin)와 가다랑어(skipjack)인데, 전체 어획량
중 황다랑어와 가다랑어의 비중은 각각 증가, 감소추세로서 2012년 현재 각각 57%,
35%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바다가재 어업은 1992~2013년의 12년 동안 총 3번의 바다가재 어업시즌이
있었으나 바다가재 어획량도 감소하는 추세임
- 2012/2013 바다가재 어업시즌은 2012년 12월 1일~2013년 2월 28일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2.11톤을 어획하였고, 총 208번의 어획활동이 있었으며 어획활동 1회
당 약 10.14kg을 어획함
- 바다가재 어장 회복을 위하여 2년의 휴식기를 두고 있으나 2010~2012년의 어획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3번의 어업시즌 동안 남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됨
- 바다가재의 주요 어획방법은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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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적 선망어업의 어획량 추이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4

<표 4> 최근 10년간 다랑어 어획량 추이
연도

총어획량
(톤 )

어획률
(톤/일)

황다랑어
(톤)

비중
(%)

가다랑어
(톤)

비중
(%)

기타
(톤)

비중
(%)

2003

408,366

34.87

197,782

48

189,566

46

21,018

5

2004

358,258

30.03

201,727

56

137,103

38

19,428

5

2005

389,256

29.16

176,322

45

190,053

49

22,882

6

2006

389,935

26.8

145,596

37

224,065

57

20,274

5

2007

245,670

16.45

92,034

37

132,238

54

21,399

9

2008

278,956

21.1

112,724

40

137,330

49

28,903

10

2009

262,719

24.02

84,821

32

150,420

57

27,478

10

2010

279,244

29.97

103,127

37

153,782

55

22,334

8

2011

258,361

27.03

110,574

43

127,150

49

20,637

8

2012

231,477

23.87

131,057

57

82,163

35

18,257

8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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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다랑어어업의 경제적 위상 높아
세이셸의 산업어업은 19세기부터 유럽연합 및 일본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산업적
다랑어어업으로 인한 수입은 세이셸의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임
<표 5>에서 2009~2010년 총수입의 감소는 해적의 위협으로 인한 것이며, 2012년
총수입의 감소는 선박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선박지출이란 다랑어선박이 세이셸의 빅토리아 항(Port Victory)에서 소비하는 재
화와 서비스를 말함

다랑어어업으로 인한 총수입은 선박지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는 선박지출이 다랑어 어업으로부터의 총수입 중 약 83%를 차지함
- 빅토리아 항은 인도양 다랑어선단의 양륙서비스 및 가공시설 제공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표 5> 산업적 다랑어어업에서의 수입
(단위 : 백만 세이셸 루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ʼ11 대비
ʼ12 변화율

선박지출

1,157

1,145

1,290

1,054

-18%

회사지출

12

20

20

18

-8%

Seamen compensation

0.54

0.51

0.58

0.84

45%

면허료, 초과어획,
EU compensation

229

132

146

192

31%

합계(총수입)

1,399

1,297

1,457

1,265

-13%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7

Ⅱ. 세이셸 현황 | 15

▶ 주요 선망어업 조업국은 스페인, 프랑스임
외국 선망선단에 인가된 면허 상한은 50개이며 세이셸 해역에서 조업하는 주요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등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세이셸 해역 내 조업에 참여하였으며 동원산업(3척)과
동원수산(1척)이 진출하여 조업 중임
<표 6>에서 보듯이 스페인, 프랑스, 한국 모두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임
2012년의 어획노력량(Effort)은 9,696일(fishing days)이며 이는 2011년 비해
1% 늘어난 것임
- 2012년 CPUE는 2011년보다 감소하였음
<표 6> 2011~2012년 등록국가별 다랑어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구 분

2011
어획량 (톤)

어획노력량

2012
CPUE

어획량 (톤)

어획노력량

CPUE

스페인

126,009

3,839

32.83

111,644

4,112

27.15

프랑스

42,530

2,108

20.17

37,155

1,944

19.11

세이셸

63,212

2,347

26.94

50,938

2,133

23.88

기타

26,610

1,264

21.06

31,740

1,506

21.08

총

258,361

9,558

27.03

231,477

9,696

23.87

주: 기타에는 한국(2012년)과 마요테(2011~2012년) 등 기타 국가들이 포함됨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5

16 | 한· 세이셸 수산분야 협력방안

▶ 산업적 연승어업은 산업적 선망어업에 비해 소규모
2012년 산업적 연승어업을 통한 다랑어어획량은 산업적 선망어업을 통한 다랑
어어획량의 약 8% 수준인 18,995톤임
2003~2011년 사이 어획량은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18,661톤에서 2011년
8,257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연승어선이 2011년 53척에서 2012년 139척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8,995톤으로 증가하였음
어획어종은 주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bigeye)임

▶ 2012년 수산물 수출액은 3억 달러
2011년 대비 2012년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각각 0.3%, 12.5% 증가한 39,154톤,
36억 달러임
수출액 기준 주요 수출품은 다랑어통조림과 어분임. 다랑어통조림의 수출량은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랑어통조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측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세이셸 수출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다랑어
통조림이 주요 품목으로 수출 대상 국가는 EU임
- 즉, 2011~2012년 세이셸의 총 국내수출 중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90%대의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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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규모
단위: 톤, 천 세이셸 루피

종 류

2011

ʼ11 대비 ʼ12 변화율

201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신선냉동어류

203

18,788

180

24,303

-11.3%

29.4%

생선필렛

15

1,422

0.03

2

-99.8%

-99.9%

다랑어통조림

31,283

3,001,272

31,105

3,411,050

-0.6%

13.7%

기타가공어류
(tuna loins)

0

0

166

13,743

110

53,902

68

41,681

-38.2%

-22.7%

31,611

3,075,384

31,353

3,477,034

-0.8%

13.1%

총 국내수출

-

3,284,052

-

3,723,503

-

-

수산물 수출 비중

-

94%

-

93%

-

-

어분

6,645

91,302

6,931

82,842

4.3%

-9.3%

어유

767

32,379

871

40,016

13.6%

23.6%

39,023

3,199,065

39,154

3,599,892

0.3%

12.5%

건조된 상어지느러
미 및 해삼
합계

총합계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0

▶ 2012년 수산물 수입액은 2억 달러
2012년 수입량은 1.9%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은 36.3% 증가함
주요 수입품은 통조림회사인 IOT(Indian Ocean Tuna)가 수입하는 냉동다랑어로
총 수입량의 99%, 수입금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 IOT가 수입하는 냉동 다랑어는 캔으로 가공 후 재수출됨으로 수산물 수출량과 수입
량에 두 번 산정될 수도 있음(=double counting)

수입량 감소는 해적의 위협으로 선망어선이 세이셸 해역이 아닌 대서양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이고, 냉동다랑어 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이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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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규모
단위: 톤, 천 세이셸 루피

종 류

2011

ʼ11 대비 ʼ12 변화율

2012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신선냉장어류

3.9

587

9.3

1,007

139.7%

71.6%

냉동어류

68,440

1,578,862

66,663

2,146,649

2.6%

36%

fish fillet, 기타
fish meat

3.7

523

8.5

984

127.6%

88.2%

염장 및 건어류

17.8

2,121

35.4

4,455

98.5%

110.1%

연체동물 및
갑각류

218.3

28,886

705.2

42,392

223%

46.8%

Fish prepared
and preserved

16.5

1,725

14.3

2,187

13.1%

26.8%

저장 처리된
연체동물 및
갑각류

8.8

980

7.3

1,091

17%

11.3%

합계

68,709

1,613,684

67,443

2,198,765

1.9

36.3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11

▶ 전통어업은 산업어업에 비해 발달 미흡
2012년 산업어업의 총 어획량이 약 63,000톤인 것에 비해 전통어업 총어획량은
산업어업의 약 1/30 수준인 2,502톤임
- 1998~2012년 동안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시기는 2002년으로 4,915톤을 생산하
였음

전통어업 어획량은 2003~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9~2011년에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어획노력량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어법별로 작살(harpoon), 손낚시(hanline), 통발어업(trap fishery)의 어획
노력량은 2008~2012년 사이 각각 71%, 49%, 5%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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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이셸 전통어업의 총어획량 및 주요 섬별 양륙 비중

자료: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4
및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5

▶ 전통어업의 마헤항 양륙비중이 높은 만큼 전통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마헤항의 개발이 중요함
전통어업의 어선은 마헤항 또는 프라슬린/라디구에항에 양륙하고 있는데 그
중 마헤항으로의 양륙비중이 1998~2009년 동안 70% 이상을 차지함
그러나 마헤항의 시설은 노후하고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현재 세이셸 항만청은 부두 공간을 넓히고 컨테이너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후화
된 항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 전통어업은 어구와 어법 모두 비선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전통어업부문의 어선 대부분은 소형이며 노후한 상태임
- 조업용으로 통나무배 등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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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업의 조업방식 또한 70~80%가 손낚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통발, 통발 및 손낚시, 그물 형식의 어획이 꾸준히 10% 내외로 행하여졌음
<그림 6> 빅토리아 어항 내의 노후화된 소형 어선

<그림 7> 전통어업의 어법별 어업 비중 추이

자료: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4

1998~2009년의 전통어업은 포경선에 의한 어획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7년
이후 선외기(outboard) 형식의 어획비중이 늘어나면서 포경선과의 어획비중
차이가 10% 내외로 줄어듦
- Schooner 형식의 어획비중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2009년 13.2%를 기록함

Ⅱ. 세이셸 현황 | 21

1998~2009년 전통어업의 월 평균 총조업횟수는 2005년 이후 선외기 형식 선박의
조업횟수 증가에 힘입어 상승추세에 있음
- 이외에 포경선, 통나무배, schooner, 수직수낙의 조업횟수는 거의 일정함
<그림 8> 전통어업 선박종류별 어획비중

주: outboard란 15Hp 이상의 엔진이 선외에 설치된 선박일 경우를 의미함
자료: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4

<그림 9> 선박종류별 월 평균 조업횟수

자료: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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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어업 2012년 주요 어획어종은 전갱이와 고등어임
전갱이 어획량은 552톤으로 2011년 833톤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고등어는 469톤
으로 2011년 219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1998~2012년 동안 전통어업의 주요 어획어종 중 전갱이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등어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전갱이와 고등어의 비중이 20% 내외로 비슷해짐

자붉돔, 붉돔은 2007년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9> 전통어업의 어획량과 비중
구 분

전갱이
고등어
총어획량(톤)

총어획량 대비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5.8%
6.1%
4,777

17.9%
2.9%
3,019

26.2%
6.7%
2,595

28.9%
7.6%
2,870

22.1%
18.7%
2,502

자료: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그림 10> 전통어업의 주요 어획어종 비중

자료: Seychelles Artisanal Fisheries Statistics for 2009,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4
및 Annual Report 2012, Seychelles Fishing Authority,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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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양식 품목은 새우 및 진주조개
세이셸은 1989년부터 새우를 양식하였고, 새우양식장 총 면적은 96ha에 이르며,
2개의 부화장과 200개의 연못(pond)이 있음
2004년에는 블랙타이거 대형새우(black tiger prawn)를 1,200톤 생산, 새우양식을
시작한 이후 최대생산량을 기록함
진주 양식은 1995년에 시작되어 현재 19ha의 면적에 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음
- 둥근 진주(round pearl)와 반원진주(half pearl)가 주로 양식되고 있음

2011년 5,000개의 진주조개가 이식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둥근 진주의 수확크기가
8~12mm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2~3년 이내에 수확될 것으로 예상됨

▶ 해적의 위협으로 조업활동에 악영향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증가하여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지 어업인들은 해적의 위협으로 인해 본래의 어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생산
성이 낮은 지역 및 제한된 면적에서 많은 어업인들이 동시에 동일 구역에서 조업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남획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현지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음
세이셸 정부는 해적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응하여 수산업을 전문화하고 어업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이외에도 해적의 위협은 해양관광, 무역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물, 보험
등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어항 기반시설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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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항은 상업항과 어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역 어항에는
접안시설이 없어 해변에서 수산물 양륙이 이루어지고 있음
어항시설이 있는 빅토리아 항 역시 냉동시설 등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냉동기능을
가진 컨테이너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빅토리아 항을 이용하는 주요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마요트, 한국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2012년에 2,725톤을 빅토리아 항에서 양륙 및 환적 하였음
빅토리아 항은 마다가스카르의 Diego Suarez, 케냐의 Mombasa 등 주변 국가의
항구에 비하여 약 10배 높은 환적량 및 양륙량을 소화하고 있음
2012년 약 19만 톤(총 다랑어어획량의 82%)이 빅토리아 항에서 환적 및 양륙함.
이는 2011년에 비해 11% 감소한 수치임
<그림 11> 세이셸의 어항시설 현황

주: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접안시설이 없는 어항, Bel Ombre 어항에 양륙된 수산물, 빅토
리아 어항에서의 인도양 다랑어 양륙 모습, 빅토리아 어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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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가공시설 및 기술이 매우 열악
다랑어가공에 있어서는 Indian Ocean Tuna라는 대규모 가공공장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전통어업에서의 가공설비 및 기술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
<그림 12>의 어촌마을 어류 손질 장면에서 보듯이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지 않은 실정임
수산물 가공센터 및 위판장 등의 시설도 전혀 없는 상황임
어분은 다랑어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6,597톤을
생산하였음
현재 국제적 식품기준에 적합한 창고를 건설 중이며 이 창고를 이용하여 어류
가공과 관련된 준산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12> 세이셸의 가공 및 저장시설 현황

주: (좌)어촌마을에서 어류 손질 장면, (우)Bel Ombre 어항 내에서 냉동창고 대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 위생이 불안한 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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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의 수도 빅토리아에는 1개의 수산시장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수산물이
대부분 선어로 판매되고 있으며 위생 수준은 매우 낮음
<그림 13>에서 보듯이 수산시장 내에서도 어류부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전통어업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선어상태로 도로변에서 좌판을 펴고 판매되고
있으며 위생 수준은 매우 열악함
빅토리아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거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
모 거래이며 대부분 선어로 유통되고 있음. 단 일부 지역에서는 냉동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어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주로 고급호텔 식당에 공급
하기 위한 것임
<그림 13> 세이셸의 유통시설 현황

주: (좌)세이셸 수도에 있는 수산시장, (우)수산시장 내 어류부산물

▶ 얼음 부족도 위생문제의 요인 중 하나
세이셸은 얼음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세이셸 수산청은 2012년부터 5곳의 얼음
공장을 운영하여 매일 21톤의 얼음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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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1kg 당 1세이셸 루피의 생산비가 소요되지만 어부에게는 60센트에 판매되고
있음

세이셸 수산청의 생산 외에 Mahe 지역에서 매일 35~40톤가량을 생산하는 얼음
공장이 6곳이 있으며, Praslin 지역에서는 매일 3톤이 생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세이셸 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
EU, 다랑어전용부두 개발 및 수산융자사업 지원
- EU는 EU/Seychelles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EU 선망어선(2012
년 스페인 14척, 프랑스 8척)에 대한 라이선스와 52,000톤의 어획량을 허가받음
- EU는 2011~2012년 총 83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560만 유로가 수산업 인프
라 개발에 지원되었음. 이 자금으로 진행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산업 다랑어선망어선 전용 부두를 개발 중이며 이곳에서 어망작업, 연료 및 물 공급
등의 선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업시즌의 혼잡함을 해소하려고 함
- 수산물 가공시설 건설을 추진 중임
- 2009년 시작된 수산발전기금(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은 3%의 이율로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융자사업임.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
어내기 위하여 준산업 어업 및 전통어업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외에 MCS 활동, SFA 등 수산업 관련기관 직원의 업무 연수 등의 형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에도 지원한 바 있음
- 이 협정은 3년 동안 지속되어 2014년 1월 17일 부로 종료되었음

일본은 책임 있는 다랑어어업을 위한 국제 NGO단체인 OFCF(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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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Cooperation Foundation, 1973년 일본에서 발족)를 통해 2009년 세
이셸에 수산물 가공을 위한 연구기자재를 지원함
-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연구실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음
<그림 14> 미운영 중인 가공실험실의 모습

세계은행(World Bank), 부두 수리·통계자료 강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함
- 세계은행은 2012~2015년 동안의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Seychelles를 세워 추진 중에 있음
- 이 전략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산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이셸 경제에서의 수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산업 관련 전략이 다수 포함됨
- 세계은행은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를 시행하여 2004년의 쓰나미에 피해를
입은 전통어업 전용부두 1곳을 수리하여 선주·선원·유통업자의 생계에 기여하
였음. 이 프로젝트는 2011년 6월 종료되었으며 총 190만 US달러를 지원함

세계은행은 수산업을 강화하려는 세이셸 정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예정임
- 세이셸에는 여성 전통어업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전문화한다면 수산부문이
보다 많은 자율권과 책임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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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여 어업인 수, 어획량, 소득 등의 통계자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해적의 위협에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긴급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세이셸 수산업의 자기회복력 향상을 위해 South West Indian Ocean 주변국
과의 협력을 통한 다랑어 어장 관리 및 공동관리 메커니즘을 시행함. 특히, 민-관이
함께 수산업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바다와
관련된 아름다운 경관의 보존, 해양수산과 관련한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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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세이셸 수산 협력 방향

1. 세이셸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ʻ수산진흥종합계획(안)ʼ
수립 지원
▶ 세이셸은 수산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세이셸 수산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함
- 세이셸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위해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민·관 협력체계(가칭 ʻ한세이셸 수산협력 공동위원회ʼ)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법, 규제 등 공공부문까지 총괄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계획 하에서 한·세이셸 수산협력의 포지셔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수산업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단계까지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이셸과 협력 가능함
- 세이셸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계획 하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산진흥계획 마련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수산업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2.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수산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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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세이셸과의 상호주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예산이 적더라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세이셸 수산관련 문제점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흡하
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초기에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규모 자금으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 예를 들면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별로 냉장시설을 수리 및 교체해 주는
사업도 필요함
<표 10> 한·세이셸 수산분야 협력 방향
1. ʻ수산진흥종합계획 (안)ʼ 수립 지원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2.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수산협력 추진
-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상호주의적 협력관계 구축

3. 수산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
-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마련 및 배후단지 개발 등에 지원
- 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인 사회·경제·문화적 개발 지원

4. 세이셸 측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협력사업 추진
- 수원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지원

5. 협력 초기에는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 진흥에 중점
-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한 협력 추진
- 개별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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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랑어어업 관련 문제 해결은 협력기간 전체에 걸친 노력 필요
- 다랑어 자원량 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 강화
- 세이셸 EEZ 내 외국어선 조업관리센터 설립

7. 지속적인 교육체계 및 전문적인 R&D 기반 마련
-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ʻ어촌계ʼ 및 ʻ자율관리제도ʼ 도입
- 양국 대학 간 협동과정 신설

8. 수산기술 이전 및 교육 활성화
- 수산기술 연수협력 + α(사후관리 및 심화교육)
- 수산물 저장 및 가공유통 기술 전수
- 어구어법 부문의 기술 이전 추진

9. 국제기구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세계은행과 수산 통계데이터 구축 공동지원
- 국경 없는 양식회 사업 대상으로 고려

3. 수산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 다랑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업은 초기단계임으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한-세이셸 수산부분 협력 사업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이셸 사회기반시설의 부족(infrastructure bottleneck),
열악한 사업 환경, 노동력 및 숙련 노동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세계은행이 판단한 수산업 발전의 장애물 중 사회기반시설의 부족과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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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수산부문 ODA사업의 실현가능
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구체적인 인적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전문가 교육, 현지 어민 대상 교육, 기술 이전(가
공기술, 자원평가) 등이 있음
- 이러한 사업은 무상원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으로는 얼음 공장, 가공시설, 유통시설, 위판장 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마련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을 지원함
- 이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수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적인 사회·경제·문화적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이셸은 넓은 영해와 소규모 영세어업의 높은 비중 덕분에 세이셸 전역에 영세어업이
존재함
- 세이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것이어야 함

4. 세이셸 측 요구사항도 고려하여 협력사업 추진
▶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여국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이셸 측이
제시한 사업을 최대한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세이셸과의 ʻ협력 네트워크ʼ를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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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 측은 향후 양국 간 협력의 기초가 되는 MOU 혹은 협정이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고, 향후 협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수산물 저장 및 가공유통 기술 전수
어류 서식지 연구(해삼 및 랍스터 등)
자원평가 기술 및 부수어획 감소 기술
부수어획물 활용 기술
인적자원 개발(교육)
MCS 기술

5. 협력 초기에는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 진흥에 중점 두어야 함
▶ 세이셸은 수산업 발전에 국가의 성장이 달려있는 형국이나 수산업은
자연환경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

▶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이셸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최적의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안 및 자원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연안 및 자원관리의 첫 단계로서 세이셸의 수산자원 분포, 수산자원량 등 해양환
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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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세이셸의 해양환경에 적절한 생산량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보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수산협력을 추진
할 수 있음

두 번째 단계로 개별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한 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세이셸 현지 어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환경을 보유한 현지 지역, 어종 등을 선정하여야 함
- 또한 자원을 유지할 관리사업 역시 현지 사정에 알맞은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서 바다목장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한 수산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6. 다랑어어업 관련 문제 해결은 협력기간 전체에 걸친 노력이 필요
▶ 다랑어 자원량 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 강화
다랑어에 대한 자원량 조사 및 자원관리 기법 전수 및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함

▶ 세이셸 EEZ내 외국어선 조업관리센터 설립도 가능
다랑어류는 국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므로 남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
우리나라 IT를 활용한 조업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ʻ외국
선단 조업 관리 센터ʼ 설립 및 지원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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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이셸 수산인의 지속적인 교육체계 및 전문적인 R&D 기반
마련해야

▶ 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ʻ어촌계ʼ 및 ʻ자율관리
제도ʼ 도입·지원함
세이셸 영세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장 및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함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에 새마을운동을 접목시켜 운영함

▶ 세이셸대학 내 수산관련학과 개설·운영 지원
세이셸 내 수산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함
- 세이셸의 유일한 대학인 세이셸대학 내에 수산관련 학과는 없음
- 2009년 일본으로부터 가공연구 기자재를 지원받았으나 동 기자재를 설치한 가공실
험실(Processing Lab.)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 관련 대학과의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8. 수산기술 이전 및 교육 활성화
▶ 수산물 생산 관련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기술 중 세이셸의
취약부문과 관련되는 수산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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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추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로의 수산기술 연수협력 및 추후 관리 지원
현재까지의 수산기술 연수는 공여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장 방문 및 시찰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6개월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기관에서 학위
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수산기술 연수 협력 방식은 유지하되, 종료된 후에도 사후적으로 교육이
수자를 관리하고 심화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세이셸 측이 요구한 수산 후방산업(수산물 저장 및 가공유통) 기술 전수가
필요
이를 위해서는 저장유통 관련 산업 유치가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물 저장·가공·유통과 관련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므로 이를 이전하는 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
- 세이셸은 자국내의 고급 리조트 등에서 선진기술로 저장·가공·유통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수산 후방
산업의 발전이 가능함

▶ 어구어법 부문의 기술 이전 추진
세이셸은 어구어법부문에 있어 손낚시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어구어법 부문의 기술 이전 시 수산물 생산량 증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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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영세어업을 영위해온 어업인들이 기술 교육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술은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협력사업 추진
▶ 세이셸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Agenda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함
UN, OECD, FAO 등 국제기구들의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한·세이셸 협력 사업을
도출함

▶ 세계은행과 수산 통계데이터 구축에 대한 공동지원도 추진함
세이셸은 수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수산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세이셸 수산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여 공동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이셸 양식, 국경 없는 양식회 사업 대상으로 고려
KMI는 2014년 현재 라스팔마스대학, 부경대학교와 양식업을 통한 국제적인
원조를 위한 기구인 ʻ국경 없는 양식회ʼ를 창립함
국경 없는 양식회를 통해 세이셸 내의 양식업 수요를 파악하고, 라스팔마스대학과
부경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세이셸 내 양식업 기술 전수 등의 협력사업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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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세이셸은 인도양의 군도로서 넓은 영해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 다랑어어업을 제외한 세이셸 수산업은 발전수준이 낮으며, 세이셸 어업은
전통어업, 준산업어업, 산업어업으로 구분됨
세이셸의 전통어업은 소규모 영세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산업어업은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 의한 다랑어어업임
세이셸은 자원관리 규제가 거의 없으며 어항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의 관련 시설도 매우 부족함

▶ 한·세이셸 수산협력은 국가적인 차원과 수산업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 공적개발원조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아프리카 역내 새로운 수여국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이셸과의 해양수산협력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교적·경제적 실익 획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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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나라가 세이셸의 자원 이용·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사전적인
우호적 관계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유럽 선진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은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이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수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인도양 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로서
활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술지원과 자본 투자를 통해 세이셸이 가지고
있는 EU 수출 특혜를 활용하여 EU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함
다랑어를 포함한 인도양 수산자원 확보 및 우리나라 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세이셸과의 협력이 요구됨
우리나라 자원관리 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를 통해 세이셸 수산물 생산량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EU 수출 확대가 가능함

▶ 세이셸 환경분석 및 세이셸 측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에 기초하여 도출한
기본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음
세이셸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ʻ수산진흥종합계획(안)ʼ 수립·지원
- 세이셸의 수산부문 협력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세이셸 수산협력의 포지셔
닝을 하여야 함. 즉 세이셸의 수산업에 대한 국가계획 하에서 내실있는 협력사업
도출 및 세부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수산협력 추진
- 세이셸 수산관련 문제점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흡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임. 세이셸과의 상호주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1

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적더라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수산협력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 단기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
기적으로는 기반시설 마련 및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적인 사회·경제·
문화적 개발을 지원함

세이셸 측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협력사업 추진
-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여국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이셸 측이 제시한 사업을 최대한 고려해
야함

협력 초기에는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 진흥에 중점 두어야 함
- 수산 발전을 위해서는 세이셸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최적의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안 및 자원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다랑어어업 관련 문제 해결은 협력기간 전체에 걸친 노력이 필요
- 다랑어 자원량 조사, 외국어선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이 필요

세이셸 수산인의 지속적인 교육체계 및 전문적인 R&D 기반 마련
- 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ʻ어촌계ʼ 및 ʻ자율관리 제도ʼ 도입을
지원하고, 세이셸대학 내 수산관련학과 개설·운영 지원함

수산기술 이전 및 교육 활성화
- 세이셸의 취약부문과 관련되는 수산기술을 이전하고, 사후적으로 교육이수자를
관리하고 심화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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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세이셸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Agenda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ʻ국경
없는 양식회ʼ를 통해 양식업 기술 전수 등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함

2.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수산기술과 세이셸의 수산자원을 접목·활용하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창출사업을 연계하는 수산분야의 종합적인 ODA
사업추진이 필요함
▶ 세이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즉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세이셸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도 자율관리어업 지원, 해삼기술 전수, IT를
활용한 조업감시시스템 도입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랑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업은 초기단계임으로 우리나라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한-세이셸 수산부분 협력 사업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현지 어민교육, 기술이전(가공기술, 자원
평가 )등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함
중장기적으로는 얼음 공장, 가공시설, 유통시설, 위판장 시설 등의 인프라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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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양국 간 해양수산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다랑어장 등 세이셸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수산
자원에 대한 추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인도양의 요충지인
세이셸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에 기여함
아울러 향후 세이셸과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 축적된 정보 및 분석 자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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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이셸 현지 출장 시 촬영한 수산업 관련 사진

빅토리아 어항

인도양 다랑어 하역

인도양 다랑어 하역

인도양 다랑어 하역

인도양 다랑어 하역

인도양 다랑어 하역

< 부록> 세이셸 현지 출장 시 촬영한 수산업 관련 사진 | 45

빅토리아 어항

인도양 다랑어 하역

냉동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이동

Bel Ombre 어항

Bel Ombre 어항

Bel Ombre 어항 내 저차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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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수산물

냉동 컨테이너

수산시장에 진열된 어류

저차 가공된 수산물

수산시장내 어류 부산물

수산시장에 진열된 수산물

< 부록> 세이셸 현지 출장 시 촬영한 수산업 관련 사진 | 47

말린 수산물

수산시장에 진열된 수산물

수산시장 내 어류 부산물

수산시장 내 저차가공

수산시장 내 어류 부산물

수산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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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어항

빅토리아 어항 내 냉동 컨테이너

빅토리아 어항 내 어선들

빅토리아 어항 내 어선들

빅토리아 어항 내 어선들

빅토리아 어항 내 수산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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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게에 진열된 냉동어류

수산물 가게에 진열된 어류

접안시설이 없는 어항

소규모 어항내 버려진 냉동기구

어촌마을에서 어류 손질 장면

세이셸 대학교

50 | 한· 세이셸 수산분야 협력방안

다랑어 양륙 장면

다랑어 양륙 장면

다랑어 양륙 장면

다랑어 양륙 장면

Indian Ocean Tuna 공장내 다랑어 보관 용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