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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운 침체로 선박금융은행 위기

■ 세계 해운시장 불황에 따라 선박금융에 참여했던 글로벌 은행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a)
- 지난 2월 독일의 2위 은행인 Commerzbank는 해운시장의 침체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9억 유로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 이 은행의 해운금융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5억 5,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났으며, 2017년에도 6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크 선사들로부터 시작된 파산 사태가 한진해운과 같은 컨테이너선사
로 확산되면서 독일 금융기관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 더욱이 독일 은행들은 투자펀드인 KG펀드에 대한 익스포저도 있는데, 이 펀드들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한편 또 다른 독일 은행인 Deutsche Bank는 금년 초 해운금융 여신 감소규모가 3억
4,600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감소하였다.b)
- 지난해 6월 기준 이 은행의 해운산업에 대한 여신규모는 5~6억 달러 수준에서 전년 대비 1
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세계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대표 은행이자 독일 국영은행인 HSH Nordbank도 2008년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로부터 다시 100억 유로의 보증을 받았다.

■ Nord Lanedsbank(NordLB)도 2015년 말 190억 유로에서 3년 안에 120~140억
유로까지 선박금융 여신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b)
-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 은행은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 KKR과 국부펀드에 10억 5,000
만 유로의 선박금융 포트폴리오를 매각하였다.
- 이 은행은 이미 정부의 보증을 받아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10억 유로 상당의 악성 금융이 2016년 5월 안에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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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 자회사인 Bremer Landesbank도 직원의 1/5를 해고 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이외에도 DekaBank는 2009년 대규모 선박금융에 참여했다가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는 국가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구제금융이 불법적인 국가보조라고 결정하고, 2018
년 2월까지 해당 은행들을 민영화하거나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b)
- HSH Nordbank의 소유주인 함부르크시와 Schleswig-Holstein는 지분 85%를 매각할
계획이나 소위 ‘악성 은행(bad bank)’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청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편 세계 해운 침체에 따라 선박금융에 참여했던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독일 주요 은행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태일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tizorro@kmi.re.kr/051-797-4613)

참고자료

a)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global-shipping-crisis-impacts-on-banks/
(2017.2.13.검색)
b) http://www.businessinsider.com/the-global-shipping-meltdown-is-crushing-germa
n-banks-2017-2 (2017.2.1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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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 길 먼 해체선박의 친환경 관리

■ 과잉선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주들이 933척(4,440만 dwt)의 선박
을 해체함에 따라 글로벌 선박해체량이 톤수 기준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
록하였다.a)
- 2016년 글로벌 선박해체시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철강 수출로 인한 철강 가격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933척, 총 4,440만 톤의 선박이 해체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이
며, 2016년 초 기준으로 글로벌 선대의 2%에 해당하는 것이다.
-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재활용은 각각 총 해체량의 65%와 18%를 차지하였다. 컨테이너선은
70만 TEU가 해체되어 최근의 최고치였던 2013년보다 48% 증가했으며, 벌크선은 289만
톤이 해체되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
- 2017년 글로벌 선박해체시장에서는 약 400만 톤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및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
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면 환경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전 세계 선박해체량의 87%에 해당하는 668척의 선박이 환경·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안가에서 해체되었다.b)
- NGO Shipbreaking Platform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선사의 해체선박관리는 여전히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시아 해안에서는 오염물질 유발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해체
선박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총 668척의 선박이 해안가에서 해체되었으며, 이는 전 세
계 선박 해체량의 87%에 해당한다.
- 유럽선박 해체량의 84%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해안가에서 이뤄졌으며,
이들 지역은 국제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 및 국제 폐기물 거
래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는 남아시아 노동자, 환경 및 지역공동체가 해안가 선박 해체
량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2016년 11월 1일 파키스탄 가다니(Gadani)에서는 선박 해체 작업 중 폭발로 인해 28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방글라데시 선박 해체 작업장에서는 2016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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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인도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적
어도 2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7년 1월 25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선박재활용 회의에서는 2016년 12월 19일
EU가 채택한 선박 재활용시설목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c)
- 친환경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국제해사기구(IMO)는 2009년 5월 선박
재활용협약(홍콩협약)을 채택하여 선박 해체 시 유해물질의 수거 및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 이후 EU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안과 규정이 발표되고 있다. 2016년 12월
19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는 선박 재활용시설목록을 발표하였다.
환경, 보건, 작업안전 등 14개 항목을 준수하는 유럽 소재 18개 해체조선소만이 인가를 받
았다. EU 선박재활용규칙은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 또는 승인된 재활용시설의 총 수용
량이 2,500만 LDT1)에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며, 이후 회원국의 선박이 미인가 시설에서 재
활용된 경우,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 2017년 1월 25-26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선박재활용 회의에서는 재활용시설목록에 대
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덴마크선주협회는 목록이 선박재활용규칙에 대한 국제적 기준
이 되어야하고 주요 선박 해체국의 참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여타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EU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
였다.
- 또한, 덴마크선주협회에 따르면 각 선박 재활용시설의 실제 수용량(30만 LDT)과 이론적 수
용량(100만 LDT)의 차이로 인해 EU가 목록상의 시설만을 허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모든 해
체 선박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위원회가 정한 목표의 12∼40%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EU가 목록을 보완하여 인도 등 제3국의 주요
해체조선소에 대해 열린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더 큰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선박해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정부차원
에서 선박해체업을 환경친화적, 노동자친화적 재활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향후 EU 등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인도 등 주요 해체조선소에 대해 열린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더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LDT : 선박을 해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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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또한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실정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우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참고자료

a) https://sin.clarksons.net/features/Details/48723 (2017.2.20.검색)
b) http://www.marinelink.com/news/dismantled-beaches-south421563 (2017.2.2.검색)
c)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11407/eu-ship-recycling-list-raises-issues/
(2017.2.8.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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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확산으로 거대 선사의 대화주 교섭력 강화될 듯

■ M&A 확산으로 상위권 선사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a)
- 2015년 이후 진행된 M&A에 따라 상위권 선사들의 덩치가 거대해지고 있다. Maersk는
Hamburg Sud를 합병하게 되어 선복량이 388만 TEU에 이르게 되었으며, CMA-CGM은
APL을 인수하면서 200만 TEU를 넘어서게 되었고, COSCO는 CSCL을 합병하여 162만
TEU, H-L은 UASC를 합병하여 148만 TEU에 이르는 거대 선사가 되었다.
- 여기에 NYK, MOL, K-Line의 일본 3사 역시 통합을 결정하면서 통합법인은 136만 TEU의
거대 선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1. 주요 선사간 M&A 이후 선복량 변화a)
구

분

(단위 천TEU)

선복량 변화

존속 기업

M&A 이전

M&A 이후

Maersk ＋ Hamburg Sud

3,273

3,877

Maersk

CMA-CGM ＋ APL

1,816

2,130

CMA-CGM

COSCO ＋ CSCL

864

1,621

COSCO

Hapaq-Lloyd ＋ UASC

915

1,477

Hapaq-Lloyd

일본 3사

NYK 519
MOL 495
K-Line 351

1,365

통합법인 출범

출처 : www.alphaliner.com가 발행하는 Container Monthly Monitor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 M&A는 계속 확산될 것이다.b)
- 최근 경영실적이 악화된 홍콩의 OOCL이 M&A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OOCL 인수자는 COSCO가 될 가능성이 높고, COSCO가 OOCL을 인수할 경우 보유
선복량은 219만 TEU가 되어 CMA-CGM을 제치고 세계 3위 선사로 부상하게 된다.
- 또한 아직까지 합병계획이 없으나 대만의 Evergreen과 Yang Ming이 M&A를 거쳐 통합할
경우 선복량이 156만 TEU에 이르는 세계 5위의 거대 선사로 부상하게 된다.
- 한편 Clarkson에 따르면 정기선 시장에서의 통합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상위 10대 운영선사들이 세계 컨테이너 전체 선복량의 45%를 차지했으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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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와 Hamburg-Sud의 합병, 2018년 일본 3사의 통합법인 출범까지 고려하면 상위
10대 선사의 점유율은 79%로 20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정기선 시장은 장기적
및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1. 상위 10대 선사의 선복량 점유율 추이b)

출처 : https://sin.clarksons.net/features/Details/47712(2017.2.17 검색)

■ 거대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c)
- 2015년 이후 M&A가 확산되면서 상위 5대 선사의 공급점유율이 2015년 9월 47%에서
2016년 9월 54%까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Maersk의 Hamburg Sud 합병이
완료되는 2017년 12월에는 5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일본 3사의 통합법인이 출범하는 2018년 4월 6대 선사의 점유율은 61.1%까지 상승
하게 되어 상위권 선사들의 시장 과점화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까지 M&A가 완료되었거나 확정된 6대 선사의 공급점유율은 60%를 초과하며, 여기에
COSCO와 OOCL, Evergreen과 Yang Ming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7대 선사의 공급점
유율은 71%까지 높아진다.
- 또한 거대 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은 동서항로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항로의 경우
6대 선사 공급점유율은 78%에 이르게 되며 COSCO와 OOCL, Evergreen과 Yang Ming의
통합을 고려하면 7대 선사 공급점유율이 93%까지 높이진다. 북미항로의 경우 6대 선사의
공급점유율은 66%에 이르며, COSCO와 OOCL, Evergreen과 Yang Ming의 통합을 고려
하면 공급점유율이 83%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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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상위 5대 선사의 공급점유율 추이c)

출처 : www.alphaliner.com가 발행하는 Container Monthly Monitor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 거대 선사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대화주 교섭력 강화가 예상된다.d)
- 정기선 시장은 M&A를 통해 시장 전체가 구조조정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6~7개의 거대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소수 거대 선사들이 지배하는 시장의 운임 결정과정에서 선사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된 9년간의 해운시장 장기 불황에 따라 형성된 화주 우위의 시장구조
가 점차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형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장 부연구위원
(chun@kmi.re.kr/051-797-4631)

참고자료

a) www.alphaliner.com가 발행하는 Container Monthly Monitor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b) https://sin.clarksons.net/features/Details/47712(2017.2.17.검색)
c) www.alphaliner.com가 발행하는 Container Monthly Monitor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d)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142&idx=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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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운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인화선박
(Unmanned Ship) 논의 지속

■ 디지털(Digital) 방식의 도입으로 스마트해운(Smart Shipping), 무인화선박(Unmanned
Ship)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a) b)
- 디지털(Digital)방식의 도입은 해운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항만에서의 선적·하역작업, 화물
추적과 같은 물류부문은 상업적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로테르담 Maasvlakte II APM 컨테
이너 터미널은 정확한 수치 계산을 통한 크레인 작동과 야드 내 컨테이너 이송의 자동화 등
무인화 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선박운항 측면에서는 디지털 차트(Digital Chart)와 일부 항해기기를 제외하면 물류부
문만큼 빠르게 발전되지 않았다. 현재 e-Navig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 항해 지원의 목적이 더 크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현존
하는 4만 여척의 선박과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활용한 기존의 선박 운항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 무인화선박은 선박운항 효율성 향상, 운항비용 절감 및 안전운항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주목받고 있다.a) c)
- 네덜란드 국립해운조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hipping and Shipbuilding : NISS)에서
발간한 보고서 “Blueprint 2050-지평선을 넘어선 해양시대”는 2050년에 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해양산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기반의 선박 설계, 범선을 이용한 화물운송, 로봇을 활용한 무인
조선소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중 상업적 무인화선박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 무인화선박은 선원의 항해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선박운항 방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것
이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가능성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1). 현재 무인화선박에 대한 연구는 육상의 컨트롤 센터를 통
한 운항, 즉 인공지능을 장착한 선박을 원격조정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단계이다.
1) 대표적 사례로 2012년 유럽연합(EU)은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인선박 항법인 뮤닌(MUNIN) 프로젝트에 380만 유로
를 투자했다. 이는 선박운항이 어디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수준이다.
또한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핀란드 기술혁신청의 660만 유로를 지원 받아 상업용 무인화선박 상용화를 위한
AAWA(Advanced Autonomous Waterborne Applications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인화선박 운항에 요구되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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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인화선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선박 운항비에서 선원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2). 따라서 선원비 절감은 전체 해운 원가를 감소시키므로 해상운송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선원을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 없게 되므로 그 만큼
화물 선적율이 높아지고, 선박 무게도 가벼워져 운항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육상
컨트롤 센터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다. 그 밖에 무인화선박은 안전운항
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발생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

그림1. 무인화선박 운항 가능성 검토 사례

1) 육상을 통한 선박 원격제어(뮤닌 프로젝트), 출처: http://www.unmanned-ship.org/munin/(2017.2.20.검색)
2) 무인화선박(롤스로이스), 출처: https://www.rolls-royce.com/(2017.2.21.검색)

■ 무인화선박을 미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려한다면 해운생태계, 통신 연결성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b)
- Transas CEO인 Frank Coles는 지난 2017년 1월의 “2017 SMART4SEA Conference
& Awards”에서 스마트 해운(Smart Shipping)의 미래 전망으로 무인화선박을 언급했다. 그는
무인화선박 도입에 앞서 몇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 첫 번째는 해운 생태계(Shipping Ecosystem)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무인화선박은 기존 선원과 선박의 존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선박-육상 간 교통 통제
와 통신을 위한 새로운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문제는 통신 연결성(Connectivity)이다. 값비싼 위성통신을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선
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신기술이 상당히 진보되어 사용료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야 한다. 또한 육상과 선박 간 원격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통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이다. 현재 선박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해도(ECDIS), 레이다(Radar)와 같은 장비는 선급의 인증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이
2) 최정환 & 이상일(2016)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1년 Drewry는 벌크선 전체 운항비 중 선원비는 약 31~36%, 미국운수
부는 미국적선 운항비의 약 68%가 선원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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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그리고 전자장비 센서(Sensor)는 정교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제해상조난안
전시스템(GMDSS) 네트워크 설치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고 해역별, 장비별 기준이 세분화 되
어 있다. 또한 Inmarsat(통신위성을 이용한 국제 통신시스템)와 같은 시스템은 폐쇄적이지만
통신보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최적화 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선박육상 간 통신, VSAT와 같은 육상 위성지구국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규정이나 인증제도가 현
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화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시스템 마련
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무인화선박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인화선박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요구된다.
- 선박 운항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해왔다. 별을 보고 항해하던 시절을 지나 오
늘날 GPS, 전자해도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항해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로써 한층 정확하고 신속한 운항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선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이 함께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선박
안전항해와 관련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이다. 또한 선
원자격 및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협약(STCW), 최소승무정원제
도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 무인화선박은 기존의 선박운항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새로운 도전이다. 전 세계적으
로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무인화선박의 시스템 구상에서부터 무인화선박 운항으로 변화 될 해
운산업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다. 무인화선박에 필요한 통신·설비 기술은 점차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무인화선박의 출현 가능성을 한층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무인화선박 운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선원들의 존립과 지나친 기술의존에 대한 우려, 보안문제, 새로운 제
도 마련 등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보경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
(kimb@kmi.re.kr/051-797-4789)

참고자료

a)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09290/looking-at-the-year-2050-with-niss/
(2017.1.4.검색)
b) http://www.marinelink.com/news/shipping-transas-through421450 (2017.2.2.검색)
c) 최정환 & 이상일(2016),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8호,
3권, pp.2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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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및 주요 선급들, LNG 벙커링 표준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는 LNG 연료
추진선박의 안전한 벙커링(bunkering)을 위한 새로운 표준인 ISO 20519를 발표했다.a)
- 2017년 2월 13일 ISO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벙커링을 위한
새로운 표준인 ISO 20519를 공표했다.
- ISO 20519는 하드웨어, 운영 절차, LNG 공급 납품서(delivery note)를 제공하기 위해
LNG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인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 적용 가능한 ISO 표준 및 현지
기준(local code)을 충족시키는 LNG 시설의 요건 등을 포함하여 IGC 코드에서 다루지 않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ISO는 "북유럽의 선박들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오
면서 안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LNG 연료의 선박 사용이 전 세
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회원국들이 LNG 벙커링 운영을 표준화해야한다는 요구
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ISO 표준은 LNG 연료 선박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벙커링 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이라고 이번 표준 발표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번 표준을 개발한 TC(technical committee)8 WG(working group)8의 소장인 스티브
오말리(Steve O’Malley)는 “ISO 20519의 요구 사항들은 기존 관리 프로그램에 관리 목표
로 통합이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준수 기준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그리고 "ISO 표준을 준
수해야하는 요구 사항은 종종 LNG 벙커링 계약에 포함되기도 하며 현지 규정에 의거하여
참조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ISO는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교훈과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LNG 벙커링 관련 사고를 추적하고 표준에 대
한 업데이트를 언제 실행해야하는지 식별하는 워킹그룹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 ABS)은 2017년 1월 LNG 벙커링 신규
가이드를 발표하였다.b)
- 2017년 1월 ABS는 LNG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정기적
인 LNG 벙커링 서비스를 위해 LNG 전용 이송 장비가 장착된 LNG 캐리어 및 바지선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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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건설 및 조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 또한 지침서는 벙커링 스테이션 안전, 리프팅 및 호스 처리 장비, 제어, 모니터링 및 비상차단
시스템(Emergency Shutdown : ESD) 및 안전방출 시스템 등을 다루고 있다.
- 이번 가이드의 적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ABS의 LNG 벙커링 노테이션(notation)을 얻으려면
가이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 ABS는 현재 대부분의 LNG 연료 추진선박들이 주로 소규모 형태로 육상에서 탱크로리나 연
안의 LNG 탱크를 통해서 LNG 벙커링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LNG 연료
선박의 추가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소규모 형태의 저장소와 유통센터 그리고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LNG 이송용 LNG 벙커링 셔틀을 위한 더 많은 LNG 전용 인
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ABS는 현행 LNG 연료 추진선박에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더 빠른 LNG
이송 속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벙커링 장비의 설치와 운
영 사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1. TTS(truck to ship) 방식으로 벙커링 중인 LNG연료 추진선박

출처 :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273766-abs-releases-new-guide-for-lng-bunkering/(2016.2.15.검색)

이호춘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hochoon@kmi.re.kr/051-797-4623)

참고자료

a)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647910-iso-publishes-new-standard-for–
safe-lng-bunkering(2017.2.13.검색)
b)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273766-abs-releases-new-guide-for-lngbunkering(2017.2.1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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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및 선사, LNG 연료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적극 추진

■ MOL(Mitsui OSK Lines, Ltd.)은 LNG 연료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a)
- 2017년 1월 24일자로 일본선사 MOL은 BHP Billiton, DNV GL, Rio Tinto, Shanghai Merchant
Ship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SDARI) and Woodside Energy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LNG 연료 추진선박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Green Corridor‘이라 불리우며, 전세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
도록 상선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5개 기관은 지난
2017년 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공동 연구 수행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 MOL 그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영향을 줄이고
안전 운항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데 능동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MOL 그룹은 작년 11월에 이미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친
환경 선박 운항을 위한 기술개발과 더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한 첨단기술 적용에 대해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b)

■ CMA CGM과 ENGIE, LNG Bunker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c)
- CMA CGM S.A.(CMA CGM)는 작년 10월 19일 컨테이너 선박의 LNG 벙커를 위해 ENGIE
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선의 연료로서 LNG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도 공동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에 적합한 LNG벙커링 선박의 기술규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LNG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을 자사 물류망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 CMA CGM 그룹 CEO(Farid Salem)는 “LNG는 많은 환경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중유
연료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해운업계의 미래 연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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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중국 간 LNG 연료 추진 벌크선(Capesize) 개발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d)
- 호주와 중국 간을 운항하는 벌크선박(Capesize)을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개발하여 잠재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 후 벌크선 시장에서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와 중국 간 운항 중인 Capesize 벌크선박의 연료를 LNG로 대체
운항하는 사례 구축 및 평가, 효과적인 LNG 연료 추진 벌크선박의 컨셉 디자인 개발이 주된
목표이다.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존 연료 선박을 LNG 연료 선박
으로 개조할 경우와 비교하여 LNG 및 저유황 연료비용 산출, 운영비용 및 가격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그림1. 최대 철광석 생산 국가인 호주의 필라바항만(Pilbara Ports)

출처 : http://gcaptain.com/joint-industry-project-to-develop-lng-fueled-capesize-bulk-carrier-foraustralia-china-trade/(2016.2.15.검색)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중국 정부 등 LNG벙커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다.e)
- 싱가포르 정부는 해사항만청과 무역산업부(SPRING)의 협력을 통해 LNG벙커링 표준화 작업
착수, LNG 연료 추진 선박 확대를 위해 신조선박 6척까지는 척당 2백만 달러(싱가포르달러)
지원, KEPPEL사의 LNG연료 추진 예인선 프로젝트 추진 확정 및 LNG 연료 추진선박에 대
한 항만 입항료 5년간 면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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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도 2015년 말 기준 1,599척1)의 LNG연료 추진선이 운항, 건조 및 발주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LNG 연료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관련분야의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 LNG 연료 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에 나서다.f)
-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7일 LNG 추진 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
하고 첫 협의회를 1월 10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16개 관계기관(LNG
벙커링산업협회, LNG 산업기술협동조합 등), LNG 추진선박 도입을 계획하는 선사들이 참석하였다.
- 첫 협의회에서는 LNG 추진선박 운영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 방안과 LNG 벙커링(공급) 시설 구축 방안, 향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이 협의회는 작년 10월 31일에 발표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인 제1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6.11.16)에서 논의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LNG 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 강화(해운분야),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강화 지원(조선분야),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항만분야) 등의 계획을 실현
하기 위한 추진 조직이다.

반영길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banyg@kmi.re.kr/051-797-4625)

참고자료

a)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726096-mol-launches-joint-study-on-lngfuelled-bulker-with-five-other-companies(2017.2.15.검색)
b)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135325-mol-launches-new-project-to-reducefleets-environmental-impacts(2017.2.15.검색)
c) http://shipandbunker.com/news/world/916657-cma-cgm-and-engie-sign-mou-topromote-adoption-of-lng-bunkers(2017.2.15.검색)
d) http://gcaptain.com/joint-industry-project-to-develop-lng-fueled-capesize-bulk-carrier
-for-australia-china-trade/ (2017.2.15.검색)
e)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93(2017.2.15.검색)
f)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4677&searchSelect=title&search
Value=LNG&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2017.2.15.검색)

1) 운항 중 선박 : 99척, 건조 중 선박 : 400척, 주문 된 선박 : 11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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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해운그룹(China COSCO Shipping Group),
중앙 국유기업과의 전략적 합작협의를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 중국원양해운그룹은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편과정으로 진행되는 전략적 합작협
의를 통해 최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a) b) c) d)
- 국무원 산하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도로 2016년 하반기부터 중앙 국유기업의 산업재
편과 협력이 실시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 해운기업인 중국원양해운그룹(China COSCO
Shipping Group) 역시 중앙 국유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2017년 2월 현재까지 중국원양해운그룹은 중국의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우(宝武)그룹, 최대
부동산기업 뤼디홀딩스(绿地控股), 중국 우쾅발전(五矿发展),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등과
연이어 전략적 합작협의를 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1. 중국원양해운그룹이 체결한 주요 전략적 합작협의
협의 체결 일자

협력대상 기업

2016.05.12

중국우쾅발전(五矿发展)

- 러시아 Chervel 제강소까지
해운·물류서비스 제공1)

2017.01.11

중국국가개발은행(CDB)

- 개발성금융합작협의(开发性金融合作
协议)체결2)

2017.02.06

중국 바오우(宝武)그룹

- 해운, 물류, 수리조선업, 터미널 등의
영역에서 협력 강화

뤼디홀딩스(绿地控股)

- 전세계 항만 터미널 기금(全球码头基金)
설립 및 항만터미널과 부대시설 투자
- PPP 산업기금 조성 및 일대일로 지역
범위 내의 건설사업 참여

2017.02.10

주요 협력내용

■ 2월 10일, 중국원양해운그룹은 뤼디홀딩스(绿地控股)와 물류산업 관련 토지개발과 금
융 방면에서 전략적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전 세계 항만 터미널 기금’을 설립하였다.a)
- 2017년 2월 10일 중국원양해운그룹은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기업인 뤼디홀딩스(绿
地控股)와 금융, 물류산업 관련 토지개발, 물류와 소비산업사슬의 통합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적 합작협의를 체결하였다.
1) http://www.sasac.gov.cn/n86114/n326638/c2532470/content.html
2) http://news.xinhuanet.com/money/2017-01/12/c_11202954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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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와 소비산업 사슬의 통합과 관련하여 두 기업은 상품운송, 보관물류배송센터, 상품배송시스
템 등 물류공급사슬 구축을 위해 장기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융방면에서는 ‘전세계 항만
터미널 기금(全球码头基金)’을 설립3)하여 전 세계 우수 항만 터미널(부두) 및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
동) 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일대일로 지역범위 내의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뤼디홀딩스 총재 장위량(张玉良)은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원양해운그룹이 보유한 해운
물류업, 해운금융, 네트워크 방면의 강점과 뤼디홀딩스가 보유한 부동산, 도시 인프라 시설,
금융, 상업운영 방면의 강점이 결합됨으로써 두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1. 중국원양해운그룹과 뤼디홀딩스의 전략적 합작 협의 체결식

출처 : http://news.163.com/17/0213/09/CD55G9NK00018AOQ.html(2017.2.13.검색)

■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우 그룹과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해운, 물류, 수리조선업,
터미널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b)
- 지난 2월 6일에는 중국원양해운그룹(中远海运集团)과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중국 바오우(宝武)
그룹이 상하이에서 전략적 합작협의를 체결하였다.

– 향후 두 기업은 해운, 물류, 수리조선업, 터미널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중
앙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편과정으로 진행되는 동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과 공동발전의 시너지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중국원양해운그룹이 발기인의 자격으로 기금을 창설하고 뤼디홀딩스는 초기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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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개발성금융합작협의(开发性金融合作协议)에 따
라 중국원양해운그룹의 해운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c) d)
- 1월 11일 상하이에서 체결한 「개발성금융합작협의(开发性金融合作协议)」를 바탕으로 국가개
발은행은 중국원양해운그룹에 융자지원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중국원양해운그룹이
해운, 종합물류 및 해운금융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이번 금융합작협의를 통해 국가개발은행은 2021년까지 1,800억 RMB에 해당하는 금액의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 중국원양해운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일련의 목표달성을 위해 금융기업과
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금융합작협의는 중국원양해운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42)

참고자료

a) http://news.163.com/17/0213/09/CD55G9NK00018AOQ.html(2017.2.13.검색)
b) http://www.opsteel.cn/news/2017-02/48101262FA5795CCE050080A7EC93464.html
(2017.2.13.검색)
c) http://news.xinhuanet.com/money/2017-01/12/c_1120295439.htm(2017.2.14.검색)
d) http://www.cosco.com/art/2017/1/11/art_6864_54526.html(2017.2.1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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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 확장, 선대 대형화와 미국항만 확충 촉진

■ 선사들은 대형선박 통항으로 운항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c)
- 파나마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 : ACP)은 선박 흘수(draft) 제한을 11.7m에서 일
차적으로 13.2m로 상향하였으며, 13.8m 등으로 점진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American
Shipper, 2017).
- 2016년 6월 확장된 파나마운하 운영에 따라 컨테이너선박의 경우 1만 4천 TEU급까지 통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 1월까지 통과한 최대 선박은 Hapag-Lloyd’s사의 1만 589 TEU
선박이었다.
- 차량운반선의 경우, 이전 통항 선박보다 30% 대형화된 8,000차량(car equivalent unit :
CEU) 적재 선박이 통과할 수 있다(American Shipper, 2017).

표1. 파나마운하 확장 전후의 변화
구분

확장 전

확장 후

운하 연간 통항 처리능력

3억 톤/연

6억 톤/연

흘수 제한

12 m

15m

통항 최대 컨테이너선박

5,100 TEU

14,000 TEU

통항 최대 벌크선박

8만 5,000 DWT

18만 DWT

세계 LNG선대 중 통항가능 비율

6%

90%

LNG 운송소요일
(US Gulf/Japan)

34일
(Africa 경유)

20일
(파나마운하 경유)

출처 : 1) http://www.americanshipper.com(2017.1.31.검색)
2) Maritime Administration of US, Panama Canal Expansion Study, 2013. pp. xiv; 4-6

■ 동북아/북미동안(파나마 경유) 항로의 평균 선형은 2015년 4,567 TEU에서 2016년
3/4분기 6,051 TEU로 대형화되었다.a)
- 글로벌 선사들은 최대 통항 가능선박 규모인 1만 4천 TEU급을 투입하지 않고, 8,000∼
9,000 TEU급 선박들을 주로 투입하고 있다(Drewry, 2016).
- Maersk사는 운하 확장이후, TP12(중국·한국/미국 휴스톤·모빌·마이애미) 항로에 8,500
TEU급 11척을 투입하고 있으며, TP10(중국·한국/미국 동안) 항로에 투입중인 파나막스급
교체를 검토 중이다(American Shipp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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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운하를 통항했던 파나막스급 선박들의 계선증가로 선박해체 증가와 용선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e)
- 파나막스급(3,000∼4,999 TEU) 컨테이너선박은 2007년 1월 846척에 달하며, 아시아/북미
동안 항로에는 144척(2015년 말 기준)이 운항 중이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이 144척의 파나막스급 선박 중 23척이 동일항로에 운항중이며, 60척은
역내항로와 중동/인도 항로 등으로 전배되었으며, 15척은 해체, 46척은 계선 중이다(Lloyd’s
List, 2017와 Clarkson, 2017).
- 계선 중인 파나막스급 선박들은 장기적 불황, 접안시설의 제약 등으로 타 항로로 전배되기
용이하지 않아 해체되거나 용선시장에 추가적 공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뉴욕/뉴저지 항 등 미국동안 항만들은 시설확충을 서두르고 있다.d)
- 뉴욕/뉴저지항 4대 컨테이너 터미널 중 Port Newark Container Terminal(PNCT)은 처리
능력을 100만 TEU에서 2020년까지 240만 TEU로 증가시킬 계획이다(Journal of Commerce,
2017).
- 뉴욕/뉴저지항 당국은 컨테이너 터미널 입출항에 제약이 되는, 바욘교(Bayonne Bridge) 높
이를 45m에서 2019년까지 65.5m로 높일 계획이다(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2017).
- 미국동안 항만에 대한 대형 선박의 기항증가는 내륙수로 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 등 항만과
내륙 간 복합운송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ARAD, 2013).

박용안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yapark@kmi.re.kr/051-79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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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www.joc.com/port-news/terminal-operator(2017.2.8.검색)
e) http://www.lloydslist.com(2017.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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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감산에 따른 유종간 가격차 축소로 최근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증가

■ 금년 2월 중 아시아향 미국산 원유 700,000~900,000 bpd1)가 선적될 예정이다.a)
- Mercuria사는 미걸프만-중국향 Suezmax 항차를 예약하였으며 BP(British Petroleum)사도
미걸프만에서 싱가포르 항차를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Shell사도 텍사스에 정박 중인
Aframax급 선박의 싱가포르 향 항차를 예약하였다.
- BP사와 Trafigura사는 미국 이글포드에서 생산되는 원유 300만 배럴을 아시아에 판매하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대의 VLCC(Awtad호와 Manifa호)가 2월중 중국과 싱
가포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약되었다.

■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은 OPEC 감산에 따른 유종간 가격차 축소가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a)

b)

- 2015년 12월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중국, 일본, 한국으로 미국산 원유 수
출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아시아향 원유 수출의 특징은 OPEC 감산으로 유종간 가격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두바
이유 대비 브렌트유, WTI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그림 1에서 보듯 11월 말 OPEC 감산 결정 이후 두바이유가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WTI와
두바이유의 스프레드(Spread: 가격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비 및 보관비
등을 제외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 두바이유 대비 품질이 좋은 WTI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 유럽산 원유도 가격차 축소에 따른 아시아향 재정거래가 발생하며 두바이산 원유와
경쟁관계에 놓여있다.c)
- Trafigura사는 최근 500만 달러 규모의 영국(Hound-Point)2)-한국 원유 거래를 성사시켰으
며 초도물량을 3월중 선적하기 위한 VLCC가 대서양을 횡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 barrels per day : 일일 원유 생산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2) 스코트랜드의 포티(Forties)항내 원유 터미널, 북해산 브렌트유의 대표적인 선적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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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6.10-2017.02 두바이유 및 유종간 가격차이 추세

출처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일일국제원유가격(2017.2.14.검색)

-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의 가격차이를 거래하는 Brent-Dubai EFS(Exchange For Swap) 4월
물은 2월 8일 기준 1.27 달러/배럴 까지 좁혀졌으며 향후 더욱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영
국 트레이더들은 판단하고 있다.

■ OPEC 감산 합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셰일자원 채굴 가격은 낮아져 향후 WTIDubai 가격 차이에 따른 재정거래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d) e) f) g) h)
- 최근 1월 OPEC 생산량은 감산 합의점의 9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감산합의가 매우 잘 이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 등 11개국의 Non-OPEC 국가들 역시 2017년
상반기 감산 합의량의 40% 수준을 달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현재 50 달러/배럴 수준의 유가에 의한 셰일 오일 생산 증가분은 견
고한 수요로 인해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유가 상승을 위한 감산
합의 지속은 유효할 것이라 전망했다.
- 미국의 셰일 오일 경제성은 크게 개선되어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 BEP)은 평균
60 달러/배럴 이하로 이자 및 항구까지 운송료를 더하여도 평균 70 달러/배럴 이하일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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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최근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던 Keystone XL 파
이프라인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함으로써 향후 캐나다의 오일샌드 중질유 및 미국
의 셰일 오일 경질유는 미 걸프만까지 운송비와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 그 비용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2. 미국 주요 셰일 오일 유정의 손익분기점 추정치 현황

출처: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shale-oil-makes-70-the-new-100/(2017.2.6.검색)

■ 미국 항만 제약으로 VLCC3) 보다 Suezmax4)나 Aframax5)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미국에서 VLCC가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은 루지애나의 석유항(Louisian Offshore Oil
Port : LOOP)밖에 없으며 이곳은 주로 수입을 위한 해상플랫폼으로 수출에는 이용된 적이
없어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파이프라인 증설과 함께 항만 시설 역시 개선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선석 및 시설 확장이 어
렵기 때문에 결국 미국산 원유 수송에는 Suezmax 또는 Aframax 선형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Very Large Crude Carrier: 20만 dwt 이상 대형 원유운반선
4)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으로 12~20만 dwt 사이의 원유운반선,
5)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 Maximum의 약자로 최대경제선형인 8~12만 dwt 사이의 원유 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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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그룹 2016년 결산 12억 달러 순손실 기록,
물류·운송 부문 통합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 머스크그룹(A.P. Moller - Maersk)은 공급과잉, 유가하락 등으로 2016년 4분기에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6년 결산 1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a) b) c) d)
- 세계 최대의 선복량을 보유한 머스크그룹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성장 둔화로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그룹의 2016년 4분기 EBITDA1)는 15억 달러로 로이터
가 전망한 20억 1,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 역시 로이터의 당초 예상치인 95억
4,000만 달러보다 낮은 8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스크 그룹은 2016년에 약 12억 달러의 세후 손실(NOPAT)을
기록하였다. 특히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사업을 영위하는 머스크 라인은 지난해 상반기에 공급
과잉과 함께 정기선사 간 진행된 치킨 게임(chicken game)으로 운임이 매우 낮게 형성되면
서, 2015년 13억 달러 흑자에서 2016년 3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표1. 2016년 머스크 그룹 매출액 및 세후 손익

(단위 백만 USD)

구분

매출액(비중)

세후손익

머스크 라인

20,715(57%)

-376

APM 터미널

4,176(11%)

438

Damco

2,507(7%)

31

기타

9,010(25%)

-1,292

그룹 전체

36,408(100%)

-1,199

출처 : Maersk, Annual Report 2016. ; KMI 분석

- 머스크그룹의 2016년 결산 매출액은 컨테이너 평균운임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364억 달러
(2015년 약 400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영업비용은 벙커유가 하락과 모든 사업부문에 대한
비용효율성 집중 관리로 26억 달러 감소했다.
- 머스크그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이 두 번째다.
1)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
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BITDA는 이자 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
의 실질 이익 창출을 포함하며,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 주게 된다.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8 |

- 한편 머스크그룹은 2016년 9월말 전체 그룹을 운송·물류 부문(Transport & Logistics
division)과 에너지 부문(Energy division)으로 통합ㆍ개편하였다.
- 운송ㆍ물류 부문에는 머스크 라인(Maersk Line, 정기선 해운업), APM 터미널(항만 터미널업),
Damco(물류업, 국제물류주선업), Svitzer(예선업), Maersk Container Industry(컨테이너
박스 생산업)가 속해 있다.

■ 머스크그룹의 최고경영자인 Søren Skou는 최근 컨테이너 수급이 안정되고 있고
2017년 컨테이너 시장 수요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룹의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a) b) d)
- Søren Skou는 2016년 4분기의 컨테이너 시장 수요성장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급
성장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3분기 이후 컨테이너 신조선 발주가 거의 없었
으며, 현재의 인도예정량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발트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BIMCO)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은 최근 20년 이상 기간 동안 최저수준의 신조선 발주계약량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 머스크라인은 2016년 컨테이너 시장 수요가 2~3% 성장한 가운데 머스크라인이 전년대비
9.4% 더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Søren Skou는 머스크라인이 시장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분기에
끝난 컨테이너 선사들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Søren Skou는 현재 수급 펀더멘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지속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머스크라인의 2017년 수익이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머스크그룹은 2016년 9월에 운송·물류 부문의 통합을 통해 사업 단위 간의 시너지
를 극대화하고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d)
- 즉 고객들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연결하고 단순화시키면서 컨테이너 물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머스크 라인, APM 터미널, Damco 등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
고의 물류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 머스크 운송·물류 부문은 이 같은 비전하에 1) 고객의 복잡한 공급사슬 니즈에 대해 단순화
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2)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3)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운송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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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라인은 비용 우위 리더십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d)
- 즉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저운임과 디지털화(digitisation)라는 두 가지의 도전적 상황에 대해
머스크 라인은 비용 우위 리더십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을 펼치고, 다시 이는 고객 가
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 그리고 고객 만족이 증대되면 물동량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짐으로써 비용
우위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머스크는 위와 같은 자체 성장(organic growth) 전략과 함께 Hamburg Sud 인수2)
등의 인수·합병 성장 전략(inorganic growth strategy)을 추진할 예정이다.

■ APM 터미널도 비용 우위 리더십과 자산 활용도 제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d)
- 주목되는 것은 APM 터미널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머스크 라인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룹의 운송·물류 부문 내에서 머스크 라인이 APM 터미널에 기반하여 전체 네트워크 효율
성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비용 우위 또한 제고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핵심 지역에서 타 선사 및 얼라이언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물류와 내륙운송에 있어서도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 한편, 머스크 그룹의 물류업(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Damco도 디지털 혁신
을 통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사슬 솔루션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고병욱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원
(shpark83@kmi.re.kr/051-797-4614)

2) 머스크는 2016년 12월 1일 Hamburg Sud와 인수·합병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 추가적인 인수 합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인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정부의 인수 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말이 되어야 Hamburg
Sud의 인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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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ㆍ태 지역 이내비게이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제협력 도모

■ 한국 정부, 인터내셔널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이내비게이션의
주요 추진 현황 및 기술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b)
-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 덴마크해사청
등을 포함한 28개국 154명이 참여한 인터내셔널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1)가 개최
되었다.
- ‘이내비게이션의 진척 및 트렌드의 쇼케이스(A Showcase of Progress and Trends)’라는
주제로 총3일간 개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석하였다.

그림1. 인터내셔널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

■ 국제기구는 현 이내비게이션 여건과 전망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하여 공유
하였다.a) b)
- 국제항로표지협회2)가 참여하고 있는 EfficienSea2 프로젝트3)에서 테스트베드(test-beds)
1) 매년 유럽에서 인터내셔날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 (International e-Navigation Underway Conference)를 개
최하며 2017년 올해는 제7회째임
2) 국제항로표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 IALA) : 1957년 설립된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비정부간 국제기구임
3) EfficienSea (Efficient, Safe and Sustainable Traffic at Sea) : 덴마크 해사청, 국제항로표지 협회, 발트해 지역 및
그 외 지역 12개국의 주도로 해상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과 해안 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을 위한 정보 교환
기술 및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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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및 표준화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지
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해상 교통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이내비게이션 도
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덴마크·스웨덴·독일 등과 공동연구 중인 해사 클라우
드(Maritime Cloud)4) 개발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림2. 해사 클라우드 개념도

출처: http://efficiensea2.org/beta-release-of-the-maritime-cloud-and-balticweb/(2017.2.13.검색)

- 국제수로기구(IHO)5)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사용자 간의 해사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 의사
소통을 촉진하고 수로, 기상, 항해 정보 등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로 및 항법을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수로, 해상 및 항해안전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해양공간정보(GIS)표준(S-100)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과 해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립하고 향후 작업계획도 언급하였다.
더불어 국제수로기구는 해양서비스포트폴리오(Maritime Service Portfolio)와 해양 정보 시
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과 업데이트 계획도 설명하였다.
- 특히, 이번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이내
비게이션 사업과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에 대하여 참석한 국제기구와 정부
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4) 해사 클라우드 (Maritime Cloud) : 해양 이해 관계자 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전자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프레임 워크임
5)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IHO) : 1970년 세계 각국이 해상의 교통로인 수로를 안전
하게 이용하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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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비게이션 분야,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장하고 협력
을 주도하였다.b)
-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도입 추진 및 사고 저감과 효율 증진을 위하여 유럽, 북미와 함께
이내비게이션 국제 컨퍼런스 간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정협력위원회’
를 구성하고 공동의장국에 진출하였다.
- 또한 매년 개최되는 북미 컨퍼런스, 유럽 컨퍼런스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버전으로 ‘제1
회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e-Navigation Underway Asia-Pacific Conference)’
를 오는 6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jinlee@kmi.re.kr/051-797-4626)

참고자료

a) http://efficiensea2.org/beta-release-of-the-maritime-cloud-and-balticweb/
(2017.2.13.검색)
b) International e-Navigation Underway Conference 201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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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확대에 따른 선사와 항만의 대응 강화

■ 해운･항만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1972년 선박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초 논의된 이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를 마련하고 있다.a)
- 특히, 1997년 채택된 MARPOL 부속서 VI는 선박 배출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였으며, 배출제한지역(Emission Control
Areas : ECAs)의 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b)
- 2005년 3월 19일 MARPOL 부속서 VI가 발효됨에 따라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었으며, 이후 ECAs(2010년, 2015년, 2016년) 및 전 해역(2012년)에서 선박의 배출
가스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b)
- 2016년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70차 회의에서 전 해역에서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
하는 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확정하였으며,c) 2017년 1월 오염방지대응(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 PPR) 소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전 해역에서의 배출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의제가 논의되었다.d)

그림1.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이행 계획

자료 : IMO(http://www,imo.org) 황함유량 규제 이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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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는 선박연료유의 전환(저유황유, LNG) 또는 후처리설비(Scrubber)의 설치 등
대응 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LNG로의 선박연료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LNG 추진선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LNG ready 선박을 발주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Maersk와 Qatargas, Shell은 선박 연료로서 LNG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e)
- 2017년 2월 CMA-CGM은 자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업체인 Total사와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Total사는 CMA-CGM에 황 함유량이 0.5%인 저유황유와 LNG를 공급하고,
후처리설비가 장착된 선박에는 기존 연료유(HFO)를 제공할 예정이다.f)
- UECC(United European Car Carrier)는 2014년 중국의 NACKS조선소에 LNG 추진 자동
차운반선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 9월 세계 최초 LNG 추진 자동차운반선인 Auto Eco호를
인도받았다.g)
- Carnival Co., Royal Caribbean Cruise Ltd., MSC 크루즈 등 미국의 대형 크루즈 선사들도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조선의 20% 이상을 LNG 추진선으로 발주하고 있다.h)
- DNV GL은 LNG 추진 케이프사이즈 선박 설계 개발을 위해 자원개발업체인 BHP Billiton과
Rio Tinto, 호주의 LNG 생산업체 Woodside, MOL(선사), SDARI(CSSC의 선박 설계 컨설
턴트)와 공동 산업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i)

■ 선박연료유의 LNG 전환이 가시화됨에 따라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지브리게항 등
주요 항만들도 LNG 벙커링 서비스 공급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Shell은 로테르담항에서 LNG 벙커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GATE 터미널을 임차하고,
STX 조선해양에 LNG 벙커링 선박을 발주하였다.j)
- 벨기에 지브리게항 Fluxys 터미널에서 LNG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ngie, NYK,
Mitsubishi Co.가 J/V를 설립하였으며(2014.7.), 2017년 2월 15일 한진중공업에서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벙커링 선박인 “ENGIE Zeebrugge”를 인도받았다.k)
- 싱가포르항만청(MPA)은 2020년 본격적인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LNG를 선박 연료로 확대하기 위해 “SIBCON2016”에
전 세계 6개국의 항만당국을 초청하여 LNG 벙커링 표준화 MOU를 체결하였다.l)
-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요코하마항을 모델 케이스로 선정하여 LNG 벙커링 거점 도약을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7개국 8개 항만의 서명을 받는 등 LNG
벙커링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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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항만 및 해운업계에서도 글로벌 환경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LNG 추진선박인 “에코누리호”를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LNG 벙커링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실질적인 시설
도입이 미비하여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세계 주요 선사 및 항만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최근 해수부와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으나(2016.11.16.),
2020년에 적용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 즉,
선박 규모, 선령, 용도 등에 따라 저유황유, 후처리시설, LNG 추진선으로의 개조 등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LNG 벙커링 시설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기열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kylee@kmi.re.kr/051-797-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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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항만, 선박 초대형화에 대응한 항만 시설
지속 확장

■ 최근 컨테이너선박의 초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a)
- 최근 세계 해운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및 유가의 지속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
하여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가 급진전되었다.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통한 친환경적인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Drewry1)에 따르면, 실제 Triple-E급인 18,000TEU급 선박은 13,000TEU급 선박에 비해
TEU당 운송비용의 29.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ECD 역시
18,000TEU 이상 선박이 16,000TEU 선박 대비 유류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추세는 1968년(1,530TEU)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
며 2015년(19,000TEU)까지 1,200%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해운경기 둔화로 인한 전
체 선박 주문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0TEU급 이상 초대형선박의 주문은 지속되었다.
- 또한 Clarkson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Maersk사의 18,000TEU급 Tripple-E의 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20,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되었으며 2016년 5월 기준,
18,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37척이 운항 중이다.
- Alphaliner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0,000TEU 이상 컨테이너 선박이 388척에서 2020년
말 561척으로 173척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10,000TEU(ULCV)급 초대형 컨테
이너선의 급증으로 향후에도 선박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컨테이너 선박 규모별 현황 및 전망
선형(TEU)
10,000~21,000
7,500~9,999
5,100~7499
4,000~5,099
3,000~3,999
2,000-2,999
1,500-1,999
1,000-1,499
500-999

‘16.12월
388
475
471
679
249
621
590
699
753

‘17.12월
479
482
476
667
264
661
625
719
758

‘18.12월
545
482
476
667
276
691
641
742
759

자료 : Alphaliner, ‘Cellular fleet projections 2017-2020’, 2017.1.1.
1) Drewry Maritime Rease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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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척)

‘19.12월
561
482
476
667
278
693
646
743
759

‘20.12월
561
482
476
667
279
693
646
743
759

■ 선박 초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항만들은 항만시설의 신규 확장을 추진
하고 있다.b) c) d) e)
-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항(Port of Tanjung Pelepas, 이하 ‘PTP’라고 함) 관리운영주체의
모기업인 MMC Corp는 동 항만의 확장을 계획 중인데 첫 번째 단계로 하역능력 확대를 추
진하고 있다. MMC 그룹은 2년 반동안 10억 링깃(225.8백만달러)의 비용을 투자하여 PTP
의 하역능력을 10.5백만TEU에서 13.5백만TEU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PTP 확장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써 새로운 선석 개발을 위한 수로 확대 및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선박대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년까지 신규 선석개발에 6억 링깃(한화
약 1,540억원)을 투자하여 하역능력 3.5백만TEU를 추가할 계획이며 더불어 수심도 최대
18m까지 증심할 예정이다.
- 아프리카 아덴만에 위치한 지부티항(Port of Djibouti)은 5억 9천만달러가 넘는 메가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형화되는 선박의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터미널 추가 건설 및 신규 하역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케냐항만당국은 2020년까지
Lamu항 2단계 개발사업인 신규 3선석을 개발·완료할 예정이다.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Lamu
항 개발사업에 478.9백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인 준설 및 매립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 영국의 틸버리항(Port of Tilbury)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10억달러 규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프리카 및 극동지역의 대형선박을 수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344ha에서
445ha로 확장하여 틸버리항이 아프리카 및 인도, 극동지역의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밝혔다. 이를 통해 틸버리항의 관리주체인 Forth
Ports社는 '26년까지 화물 수송량을 320만톤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yh@kmi.re.kr/051-797-466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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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port-of-tanjung-pelepas-forgingahead-with-expansion-plans.html?highlight=WyJwb3J0IiwicG9ydCdzIl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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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ondon_port_plans_billion_dollar_expansion
(2017.2.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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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ㆍ습도 민감화물 모니터링 시장 성장세

■ 온·습도 민감화물 수요 증가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a)
- 온·습도 민감화물(냉장/냉동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사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습도 민감화물 특히 냉동식품과 제약산업의 유통기한을 감시
하고 확인하는데 주요 사용된다.

■ 콜드체인1) 모니터링 시장은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22년 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된다.a)
- 「Global Cold Chain Monitoring Market Research Report-Forecast 2022」는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장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1 Cold Chain Monitoring Market(USD billion)

출처: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reports/cold-chain-monitoring-market(2017.2.3.검색)

1) 온습도 민감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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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습도 민감화물 운반 차량 시장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b)
- 냉장 운송 시장 규모 및 물동량을 분석한 「Refrigerated Transport Market by Commodity
Type, Mode of Transportation, Vehicle Type, Technology & by Region–Global
Forecast to 20202)」 보고서는 2020년까지 냉장 차량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6.27%로
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2 Refrigerated Vehicle Market Size, 2015-2020(USD billion)

출처: http://www.coldchainhub.org/tag/cold-chain-logistics/(2017.2.20.검색)

■ 국내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의 욕구 충족 등으로 인한 콜드체인 산업은 주목받고 있
지만, 아직까지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시작단계이다.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냉장, 냉동, 신선식품 등의 온습도 민감화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콜드체인 시장 및 온도 민감화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시장도 더불어 증대될 것이다.
- 이에 우리나라도 온도 민감화물 관련 콜드체인 시장 및 모니터링 기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학·연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동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ayd@kmi.re.kr/051-797-4685)

참고자료

a)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reports/cold-chain-monitoring-market
(2017.2.3.검색)
b) http://www.coldchainhub.org/tag/cold-chain-logistics/ (2017.2.20.검색)

2) Refrigerated Transport Market by Commodity Type (Chilled & Frozen), Mode of Transportation (road Sea,
Rail, Air), Vehicle Type (LCV, MHCV, HCV), Technology (Vapour Compression Systems & Cryogenic
systems), & by Region–Global Forecast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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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분야에 드론 기술적용 가시화

■ 독일의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RIMS사는 선박 안전 검사 시 드론을 적극적 활용하고
있다.a)
- 선박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액체 또는 가스를 싣는 탱크의 검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탱크는 밀폐된 대형 강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검사 시 가스로 인한 중독,
검사원의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박 안전검사용 드론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나 프로펠러와
탱크 강철 구조물과의 마찰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존재하였다.
- 이에 따라 독일 RIMS사는 드론 외부에 구형의 보호망을 설치한 Elios1)를 개발했다. 이는
폭발 위험성을 제거한 핵심기술로써 좁은 공간이나 밀폐된 지역 등 공간제약의 최소화, 사람
및 장비에 근접 비행 시 충돌 및 상해 방지와 드론 자체의 손상도 방지하고 있다.
- 그 결과 비계 및 로프 점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탱크 내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FLYABILITY 사의 ELIOS 드론

출처 : http://www.flyability.com/elios/(2016.2.2.검색)

1) FLYABILITY 사의 드론, 드론 외부의 구형태의 보호대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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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머스크는 기존의 잠수부를 통해 수행하던 선박청소를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다.b)
- 선체 표면의 증식된 해양식물 제거는 선체의 연료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기존
선체 청소는 잠수부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불확실한 시야와 조류, 청소 중 발생하는 분진 또
는 고소 작업 등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머스크의 두바이 Jebel Ali 현지 법인에서는 머스크 선박에 대한 수중 선박청소를 Hull
Wiper라는 드론의 일종인 ROV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드론의 선박청소 작업 대체를 통해 수중작업의 효율성 강화, 인명사고 저감 및 세척오염물질
제거(Hull Wiper 필터 사용) 등 친환경적인 효과를 획득하였다.

그림2. Hull Wiper 드론

출처 : http://www.maritimejournal.com/news101/vessel-build-and-maintenance/vessel-repair-andmaintenance/danish-ports-approve-hullwiper (2016.1.26.검색)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채수 기능을 갖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c)
- 현재 탐지용 드론은 적조, 해파리 등 위해생물로 인한 수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
링 기능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 드론은 양식 시설물 인근 해역에 유해 생물이 출현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정밀 조사와 채수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수면 위 상공에서 채수기를 내려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기존 탐지용 드론에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채수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장비로 교체가 가능해 채취 등 활용범위를 넓혔다.

2) ROV : Remote Operat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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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유해생물, 유출오염의 해역확인, 해양수질 정밀 분석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해운항만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드론은 선박검사, 선박청소, 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안
전, 친환경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개선이 적용범위를 넓혀 드론운용 확대를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이언경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부연구위원
(eklee@kmi.re.kr/051-797-4682)

이찬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glotiis@kmi.re.kr/051-797-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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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아세안 국가 3PL 수요 증가 예상

■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a)
- 최근 Frost & Sullivan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장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5년 11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50억 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남아시아 국가 중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6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
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으로 이 중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한 국가는 말레이시아(23억 달러)와 태국(2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언급된 6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어 아세안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 더불어,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국가로 필리핀과 베트남이 선정됐다.

그림1. 2015년 & 2020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Billions and CAGR)

출처 : https://www.emarketer.com/Chart/B2C-Ecommerce-Sales-Southeast-Asia-2015-2020-billionsCAGR/198666(2017.2.13.검색)

■ 전자상거래, 아세안 국가의 3PL 수요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b)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3PL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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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의 B2C 시장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초기 단계”이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 이에 따른 3PL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세안 국가의 3PL 시장은 2015년 기준 36.5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75.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곧 운송시장의 성장이다.b)
- 동남아시아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세계 선두 3PL 기업들의 진출이
해당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미 아세안 국가에서 우세한 위치를 자랑하는 SingPost, LBC Express, GD Express 및
Pos Malaysia 간 강력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물류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는 운송시장의 성장”을 의미함을 거듭 강조했다.

신수용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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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GTO, 해외 진출 가속화

■ 2016년 중국 최대 GTO인 COSCO Shipping Ports1)의 전세계 컨테이너 처리실적
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9,507만 TEU를 기록하였다.a)
- 글로벌 경제무역의 부진으로 수출입을 주력으로 하는 장강 및 주강 삼각주 지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각각 전년대비 3% 및 2.1% 감소하였다.
- 반면 중국 환발해 지역, 서남 연해지역, 동남 연해지역 및 기타 지역은 각각 전년대비 4.5%,
23.6%와 9.8%의 처리실적이 증가하였다.

■ 해외 터미널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전년대비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
- 2016년 COSCO Shipping Ports의 해외 터미널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전체 실적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3.3% 증가한 14.3%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해외 터미널 처리실적은 1,358만 TEU로 전년대비 36.8%나 급증하여 중국 내외의
터미널 처리실적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1. COSCO Shipping Ports의 지역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구분

중국

(단위 1,000TEU)

2015년

2016년

증가율

환발해 지역

31,200

32,612

4.5%

장강 삼각주

19,072

18,508

-3.0%

동남 연해지역 및 기타

4,129

4,533

9.8%

주강 삼각주

25,236

24,697

-2.1%

서남 연해지역

921

1,138

23.6%

해외

9,926

13,583

36.8%

합계

90,484

95,071

5.1%

출처 : http://www.coscopac.com.hk/eng/media/operation_data/2016.pdf(2017.2.20.검색)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1) 2016년 3월 18일 COSCO Pacific은 China Shipping이 소유한 항만자산(SSA Terminals (Seattle), LLC, APM
Terminals Zeebrugge N.V,, Busan Port Terminal Co. Ltd. 등) 인수를 마무리하였으며, 2016년 7월 22일 사명을
COSCO SHIPPING Ports Limited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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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한 글로벌 허브 네트워크 확장이 해외 터미널 실
적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b)
- 현재 COSCO Shipping Ports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은 그리스, 이집트, 터키, 벨
기에, 싱가포르,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 국가 9개 항만이다.2)
- 특히 2016년에는 유럽 로테르담항 EUROMAX Terminal, 이탈리아 북부지역 유일의 초대형
선 접안 가능 항만 Vado Terminals, 중동지역 아부다비 KPCT2 등의 지분 또는 운영권 확보
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 또한 2016년 8월에는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지분 67% 인수를 완료하여 정식으로 피레
우스항만공사 지주사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표2. 2016년 COSCO Shipping Ports의 해외투자 현황
연도

주요 내용

2016.3.28

- COSCO Pacific과 PSA, 합작법인 COSCO-PSA Terminal Pte Ltd (CPT) 설립
- CPT, 싱가포르 파시르 판장 3단계 및 4단계 3~4개 선석 신규 투자

2016.5.11

- 네델란드 로테르담항 EUROMAX Terminal 지분 35% 인수

2016.8.10

- 그리스국가발전기금과 Piraeus Port Authority SA 67% 지분 인수 완료(16.4.8
계약 체결)

2016.9.28

- UAE 아부다비 Khalifa Port Container Terminal 2(KPCT2) 운영권 확보,
KPCT2 공동 투자 예정

2016.10.12

- APMT가 소유한 이탈리아 Vado Terminals 지분 40% 인수 협약 체결

출처 : http://en.chinacosco.com/attach/0/Presentation%20of%202016%20Q3%20Results.pdf(2017.2.20.검
색)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 최근에는 여타 GTO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c) d)
- 2016년 12월 19일,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처리능력 제고, 저렴한 요율
제공 등 해운 얼라이언스 대응, 항만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HPH와 홍콩항 16선석3) 통합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2) Piraeus Container Terminal S.A.(그리스),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 S.A.E.(이집트), Kumport Liman
Hizmetleri ve Lojistik Sanayi ve Ticaret A.Ş(터키), Antwerp Gateway NV(벨기에), APM Terminals Zeebrugge
N.V,(벨기에), COSCO-PSA Terminal Private Ltd.(싱가포르), Busan Port Terminal Co. Ltd.(한국), SSA Terminals
(Seattle), LLC(미국), Euromax Terminal Rotterdam B.V.(네덜란드)
3) Hongkong International Terminals Limited(HIT)의 4번, 6번, 7번, 9번 터미널 총 12개 선석, COSCO-HIT
Terminals (Hong Kong) Limited(CHT)의 8번 동측 터미널 총 2개 선석, Asia Container Terminals Ltd.(ACT) 8번
서측 터미널 총 2개 선석 등 16개 선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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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17년 1월 20일에는 CMA Terminal Holding와 MOU 체결을 통해 전세계 항만
을 대상으로 협력을 모색하되 OCEAN Alliance가 기항하는 항만에서 우선 협력을 강화하기
로 하였으며, 또 양사가 기 투자한 항만에 대해 업무 및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공격적인 GTO 전략이 필요하다.
- 세계 항만시장에서 GTO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시장점유율 확보에 가세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GTO 전략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나라 항만운영사의 세계 시장
참여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핵심 거점과 수익 거점 확보 등의 기회 상
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4680)

참고자료

a)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6-08/10/c_1119371062.htm(2016.8.10.검색)
b)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24025(2017.1.17.검색)
c) http://cn.chinacosco.com/art/2017/1/18/art_895_75835.html(2017.1.18.검색)
d) http://www.coscopac.com.hk/cn/news.php?class_id=16&id=402&action=content,
(2017.1.2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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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계획

■ 중국 국무원은 1월 17일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이용을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a)
-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및 개방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외국인투자 금융영역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을 강조했다.

■ 3개 방면, 20개 세부 조치로 구성되었다.b)
- 3개 방면으로는 대외개방의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자유치 요인 강화이며, 20개 세부
조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이용을 위한 조치
3개 방면

대외개방의 확대

52 |

구분

세부 조치

1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관련 정책 및 규정 수정
- 서비스업, 제조업 및 광산업의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 완화
- 외자 혁신발전 전략 실행, 제조업 수준향상 참여, 해외인재 창업발전
지원 등

2

- 은행 등 금융관리기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
기구, 보험중개회사 등의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
- 회계, 건축설계, 신용평가서비스 등의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
- 전자통신, 인터넷, 문화, 교육, 교통운송 분야의 점진적 개방

3

- 철도 운송 장비 제조, 오토바이 제조, 연료 에탄올 생산, 석유 가공 분야의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
- 셰일 가스, 오일샌드 등 셰일 가스 분야의 자원 채광에 대한 외자규제의
완화
- 석유, 천연가스 분야의 대외 합작 사업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4

- 외자 기업과 국내기업 동일하게 ‘중국 2025’ 정책을 적용
- 하이테크제조,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전통 산업의 개조 업그레이드 등의
분야 외자 진입 지원

5

- 외자 기업이 특허경영방식으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환경보호, 공공사
업 등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

6

- 외자 기업의 R&D 센터, 기술 연구 센터 등의 설립을 장려하며, 혜택 제공
- 외자 기업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 참여 허용

7

- 해외 고급인재의 중국내 창업 지원
- 해외 고급인재의 과학 기술 기업 창업은 국내인과 동일한 정책 적용

3개 방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자유치 요인
강화

구분

세부 조치

8

- 각 지방 및 부처의 정책과 규정의 일관성 유지

9

-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 및 자국 기업에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로 경쟁 및
검토 진행

10

- 외자 기업도 공평하게 국가표준화 작업에 참여

11

- 정부조달 시 공개적이며 투명한 경쟁을 위한 외자 기업 생산제품의 평등
한 대우

12

- 외자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재 조정 센터 구축 지원

13

- 외자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업 채권, 회사채 등의 발행 자금 조달 지원

14

- 외자 기업의 등록자본제도 개혁 추진, 내외국 기업에 통일된 등록자본금
제도 운영
- 외자 기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의 폐지

15

- 각 지방정부의 법적 정책 범위 내에서 외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

16

- ‘중서부 지역 외상 투자 우세 산업 목록’ 수정
- 중서부, 동북부 지역은 외상투자 기업 혜택을 확대하고, 토지세 등의 혜
택 유지

17

-

18

- 외국 다국적 기업의 자금 운용 관리 지원
- 다국적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개선 지원

19

- 외국 투자 기업의 부채 및 외채 관리제도 개혁 추진
-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융자 편의 향상

20

-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
-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변경과 투자관리절차 간소화

외상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지원
외내자 기업 동일하게 토지 정책 적용
외상투자 유치 대상에 토지 공급 우선순위
외상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 관련 비용 70%만 징수

출처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7/content_5160624.htm (2017. 1. 17 검색)

■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의 개방 확대를 제시
했다.c)
-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편리하고 투자환경도 더 좋다
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정부가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첨단 제조분야의 개방 확대를 제시함으로써 외자기업
이 참여 가능한 고부가가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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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이용을 위한 조치 발표

출처 :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www.scio.gov.cn(2017.1.17.검색)

김주혜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joohye915@kmi.re.kr/051-797-477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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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www.scio.gov.cn/34473/34515/Document/1538849/1538849.htm
(2017.2.1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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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만 환경 개선 추진

■ 중국 정부는 17년 4월부터 해상수송용 컨테이너에 칠하는 도료를 기존 유성에서 수
성으로 의무화하였다.a)
- 세계 최대 컨테이너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17년 4월부터 중국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
해 해상 컨테이너에 칠하는 도료를 기존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면 전환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수성은 유성보다 건조공정에 시간이 걸리는 등 작업 생산성이 종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고, 판매가격 또한 40피트 기준 200~300달러가 상승할 전망이다.
- 최근 중국 내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인 초미세먼지(PM2.5)를 일으키는 VOC가 포함되는
도료, 인쇄잉크 및 접착제 등의 성분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 중국, 배출가스 억제 위해 ECA 항만을 확대하였다.b)
- 중국교통부는 선박운항에 의해 발생하는 유황 함유량을 0.5%로 제한하는 항만 ECA
(Emission Control Area) 대상을 3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주강 삼각주, 상하이, 닝보, 저우산, 수저우 등 장강 삼각주 및 텐진,
친황다오, 탕산 및 황허강, 선전, 광저우 및 주하이 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새로운 유황배출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 국제 위험물 관리 전문가인 인가드(Ingard)는 중국 당국이 해안 전력의 사용, 배기가스 정화
를 위한 세정기 및 LNG 사용을 포함하여 대체 및 배출 감축 방법 수용을 요청하였다.
- 현행 규정은 황산화물 배출에만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질소 산화물 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 중국은 2019년 말부터 중국 유황배출제한을 0.1%로 낮출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 텐진항, 중국의 스모그와의 전쟁에 동참하였다.c)
- 중국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의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조치에 텐진항도 참여를
밝혔다.
- 중국 정책문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강철 및 알루미늄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감축하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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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항만 중 텐진항에서 석탄을 금지하였다.
- 베이징이 스모그와의 전쟁을 강화함에 따라 여러 비료공장을 폐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11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5개 지역의 28개 도시에서 철강 및 비료 생산능력은 최소한 절
반,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텐진은 매년 1억톤의 해저탄과 내몽고에서 남방지역으로 수송하는 국내 석탄을 거래하
는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텐진항의 석탄취급을 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우선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부연구위원
(firstkim@kmi.re.kr/051-797-4672)

참고자료

a) http://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8674(2017.2.8.검색)
b) news101/world/asia/tianjin-caught-up-in-chinas-war-on-smog (2017.2.20.검색)
c) http://www.portstrategy.com/news101/world/asia/china-expands-port-emissionscurb(2017.1.9.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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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항만 육상전원공급장치 1) 서비스 개시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 및 항만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a)
- 최근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2)로 인해 각종 질병3)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조사
되었다.4)
- 이에 중국은 저황 연료유로의 교체, AMP 설치, LNG 연료사용, 선박 저속 운항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ECA5) 설정으로 황산화물6) 배출을 0.5%이하로 규제할 예정이다.7)

■ 중국 선전에서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항만에 육상전원공급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b)
- 중국 선전항의 DaChan Bay Terminal에서는 정부의 "Green Port"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지난 1월 육상전원공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DaChan Bay Terminal에서는 육상전원공급장치의 설치 목적을 1)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대
기품질 향상 2)선박엔진 정지를 통한 소음감소 등에 두고 있다.
- 또한 DaChan Bay Terminal은 모든 RTG를 e-RTG로, 트랙터는 LNG 트랙터로 이미 전환
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여 사용되는 전력을 육상측에서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써 AMP, Shore Power 등으로 명
명되고 있음
2) NOx, SOx, PM 등
3) 천식, 폐암, 심혈관질환, 심장마비 등
4) NRDC, Prevention and control of shipping and port air emissions in china, 2014
5) 배출제한구역(ECA : Emission Control Area)
6) SOx
7) NRDC, Prevention and control of shipping and port air emissions in chin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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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Shore Power at DaChan Bay Terminals

출처: http://www.worldcargonews.com/htm/w20170124.530526.htm(2016.1.26.검색)

■ 인도 V.O. Chidambaranar 항에서는 인도 최초의 육상전원 공급 서비스 개시하였다.c)
- 인도 남부지방 Tuticorin의 V.O. Chidambaranar 항은 2017년 1월 인도 최초로 육상전원공
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Tuticorin은 남인도에서 가장 성장하는 산업도시 중 하나이며 2015~2016년 약 2,000척 이
상의 선박을 처리하였으며 지역 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인도 항만 역시 환경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리
대응하고자 육상전원공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2. V.O. Chidambaranar Port

출처 : http://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first-for-shore-power-in-india(2016.2.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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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육상전원공급장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a)
- 2009년 국내에서도 AMP 도입 관련 기본계획8)을 수립하였지만, 기본계획상 설치계획과는
달리 실적은 미비하고, 국내 운영 중인 AMP 설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AMP 설비보다 용
량 및 규모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 이러한 국제 규제 및 주변국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육상전원공급 시설 입지 및 세부
추진 계획, 표준화 등을 준비하여 유해물질 배출 관리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3. 육상전원공급장치 개념도

출처 : 해양수산부, 선박의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및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2016

정동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ayd@kmi.re.kr/051-797-4685)

참고자료

a) 해양수산부, 선박의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계획 수립 및 자동화부두 조명기준 개선 연구,
2016 참고
b) http://www.worldcargonews.com/htm/w20170124.530526.htm(2016.1.26.검색)
c) http://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first-for-shore-power-in-india
(2017.2.3.검색)

8) 국토해양부, 대형선박 육상전원공급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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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만의 지역별 컨테이너 처리비중 동향과
파나마 운하 영향

■ 파나마운하의 확장 개통으로 인해 아시아~미주 동안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규모가
증가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선박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a)
- 파나마운하 확장 후, 운하를 이용하는 아시아~미 동안 항로 컨테이너선의 평균크기는 기존
4,600TEU에서 6,600TEU로 약 45% 증가했다.
- 확장된 파나마운하는 14,000TEU급 컨테이너선 통항이 가능하나, 미 동안ㆍ걸프지역 항만은
아직 초대형선 수용에 한계가 있어 접안 가능한 규모의 컨테이너선만이 통항하고 있다.
- 이에 미 동안·걸프지역의 항만들은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미 동안 최대항만인
뉴욕/뉴저지항은 대형선 통항에 방해되는 베이온브릿지의 교량높이를 확보하는 사업과 함께
뉴어크(Newark)터미널의 컨 하역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b)
- 미 동안·걸프지역의 항만 시설이 확충되고 대형선 접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파나마운하 통과
선박의 점진적인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 반면, 파나마운하의 확장 개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발 컨테이너의 미 서안 및 동안
항만 처리비중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c)
- 2016년 12월, 미 서안항만의 아시아발 수입물동량 처리비중은 동안(31.8%) 및 걸프지역
(3.5%)에 비해 높은 비중(64.7%)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파나마운하 확장개통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64% 전후 이다.
- 파나마운하가 확장개통되고 선박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미 서안항만에서 처리되던 아시아발
물동량의 일부가 미 동안항만으로 이전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아시아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월별 적컨테이너 양하비중은 서안
의 경우,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 이전인 2016년 상반기에 59.9%, 확장개통 이후인 하반기에
60.6%를 기록하여 오히려 처리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대형선 통항과 지역별 항만의 물동량 이전은 항만의 대형선 수용능
력 외에도 내륙 및 연안 물류네트워크, 수요 등 복잡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처리비중의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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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6년 미국 지역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월별 적컨테이너 양하량 및 비중

2016/01
2016/02
2016/03
2016/04
2016/05
2016/06
2016상반기

서안 합계
(TEU)
(%)
831,780
61.6
846,483
60.6
646,878
54.2
767,582
59.3
917,804
61.8
874,219
61.1
4,884,746 59.9

동안 합계
(TEU)
(%)
519,338
38.4
550,415
39.4
546,077
45.8
526,021
40.7
567,866
38.2
556,548
38.9
3,266,264 40.1

걸프 합계
(TEU)
(%)
65,196
4.8
64,395
4.6
62,628
5.2
75,346
5.8
62,666
4.2
77,392
5.4
407,623
5.0

총계
(TEU)
1,351,118
1,396,898
1,192,955
1,293,603
1,485,670
1,430,767
8,151,010

2016/07
2016/08
2016/09
2016/10
2016/11
2016/12
2016하반기

886,552
929,902
879,941
903,771
914,354
863,295
5,377,815

60.5
50.1
61.3
59.9
61.2
60.8
60.6

579,410
618,269
556,496
604,466
579,556
555,863
3,494,060

39.5
39.9
38.7
40.1
38.8
39.2
39.4

80,056
79,849
83,371
80,276
79,266
74,390
477,208

5.5
5.2
5.8
5.3
5.3
5.2
5.4

1,465,962
1,548,171
1,436,437
1,508,237
1,493,910
1,419,158
8,871,875

2016 합계

10,262,561

60.3

6,760,324

39.7

884,831

5.2

17,022,884

월평균

855,213

60.3

563,360

39.7

73,736

5.2

1,418,574

기간

주: 서안 항만은 LA항, 롱비치항, NWSA(씨애틀항, 터코마항), 오클랜드항 포함
동안 항만은 뉴욕/뉴저지항, 서배너(조지아주)항, 햄프턴로즈항(버지니아주), 찰스턴(사우스캐롤라이나주)항 포함
걸프 항만은 휴스턴항 포함
총계는 상위 9개 항만 합계
출처 : LA항 https://www.portoflosangeles.org/Stats/stats_2016.html(2017.2.17.검색)
롱비치항 http://www.polb.com/economics/stats/teus_archive.asp(2017.2.17.검색)
NWSA https://www.nwseaportalliance.com/stats-stories/cargo-stats(2017.2.17.검색)
오클랜드항 https://www.nwseaportalliance.com/stats-stories/cargo-stats(2017.2.17.검색)
뉴욕/뉴저지항 http://www.panynj.gov/port/monthly-loaded-containers.html(2017.2.17.검색)
서배너항 http://www.gaports.com/About/GPABytheNumbers.aspx(2017.2.17.검색)
햄프턴로즈항 http://www.portofvirginia.com/about/port-stats/(2017.2.17.검색)
찰스턴항 http://www.scspa.com/about/statistics/(2017.2.17.검색)
휴스턴항 http://porthouston.com/portweb/about-us/statistics/(2017.2.17.검색)
각 미국 항만청 사이트의 통계자료를 집계하여 필자 정리

신정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jh.gary.shin@kmi.re.kr/051-797-4695)

참고자료

a) JOC, http://www.joc.com/maritime-news/trade-lanes/panama-canal-overtakessuez-asia-us-east-coast-route_20161122.html (2017.2.16.검색)
b) JOC, http://www.joc.com/port-news/terminal-operators/port-newark-containerterminal/ny-nj-terminal-doubling-capacity-ahead-bridge-raising_20170207.html
(2017.2.16.검색)
c) 일본해사신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8246
(2017.1.2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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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항만, 재정투자 확대

■ 미국 서부의 주요 항만인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항만과 오클랜드항의 2016년 컨테
이너 물동량은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와 6.1% 증가하였다.
- 미 서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7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8.7% 증
가한 582,689TEU를 기록했다. 이는 롱비치항 (구)한진터미널의 운영 재개를 비롯해 중국 춘절
(2017.01.27.~2017.02.0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1월의 수출은 118,234TEU
에 달했고, 수입은 298,990TEU로 전년 대비 각각 10.8%와 7.4% 증가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극동 지역으로 수출된 공컨테이너량도 9.6% 증가한 165,465TEU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진이 운영하던 롱비치항 Pier T 터미널을 MSC의 자회사인 Terminal Investment
Limited(TIL)가 인수하여 최근 운영 재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 마린 또한 이 터미널
에 약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
- 2017년 2월 12일, 개항 90주년을 맞은 미 서부 오클랜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7년 1
월 기준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공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같은 기간 3% 증가하였다.
수출화물은 73,352TEU를 처리하여 2016년 1월 대비 9% 증가, 수입화물은 80,443TEU를
처리하여 3.6% 증가, 수출 공컨테이너는 26,339TEU를 처리하여 10.5% 감소, 수입 공컨
테이너는 17,178TEU를 처리하여 2.2% 증가했다. 2017년 1월 오클랜드항 수입 물동량의
급증은 중국의 춘절(2017.01.27.~02.02)에 대비한 화주들의 재고 확보가 주요 원인으로 밝
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급증 현상 뒤에는 오클랜드 지역 견과류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근본 원인으로 2005년 기준, 미국 전체 견과류 수출 점유비가 오클랜드항 43%, 휴
스턴항 약 22%,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18% 이었으나 10년 후인 2015년 기준 휴스
턴항은 4%로 급락하였고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1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클랜드
항은 약 68%로 증가하였다.b)

■ 미국 동부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항과 버지니아주 지역 항만의 2016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남미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15%와 21.6%
증가하였다.
- 미 동부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항은 2016년 12월에 104,590TEU를 처리하며 2015년
12월 대비 15% 증가했으며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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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Broward County가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교역을 재개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 증가는 Crowley Liner Service와 Seaboard Marine
간의 선박 공유 계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인구가 증
가함에 따라 농산물, 의류 및 생활 용품과 같은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항만을
이용한 수입화물의 증가가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c)
- 미 동중부 버지니아 지역 항만의 물동량은 2017년 1월 기준, 일반화물 총톤수가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86만 톤을 기록했다. Virginia Port Authority (VPA)에 따르면 버지니아항
은 2017년 1월, 228,516TEU를 처리했으며, 2016년 1월(192,844TEU) 대비 급격히 증가
했다. 수출화물은 121,232TEU를 처리하여 17.5% 증가, 수입화물은 107,284TEU를 처리하
여 20% 증가, 일반화물은 186만 톤을 처리하여 21.6% 증가하였다. 이러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Virginia International Gateway (VIG)와 Norfolk International Terminals (NIT)는
향후 3년간 화물처리능력 확대 계획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VIG는 50년 임대 연장 계
약을 체결하였고 터미널 2단계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자 또한 확보하여 VIG 터미널
확장(2단계 개발)을 통해 연간 총 210만TEU 처리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d)

■ 미국의 주요 항만 개발(투자) 계획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컨테이너 화물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오클랜드항 등 캘리포니아주 항
만 개발에 약 6억 달러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역으로는 오클랜드항 주요 도로에서
철도 선로를 분리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2억 4천 4백만 달러 투자, 냉장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Cool Port"라는 9천만 달러 투자 규모의 민간 소유
냉장창고 건설, TraPac 확장을 위한 5천만 달러의 민간자본 유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열차
를 이용하는 화물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오클랜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철송장이 최근 완공되었다.e)
- 미 동부 플로리다주 교통국은 교통 및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10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중 1억 7,820만 달러를 플로리다항 개발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같은 결정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산업을 항만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항만산업은 지난 6년간 2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창출함으로써 항만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플로리다 주지사 (Rick Scott)는 미 연방정부 교통
부 국장 (Elaine Chao)과 만나 플로리다주 교통 분야 수요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을 확충하
기 위한 절차 진행을 시작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교통 및 사회 기반시
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을 감안할 때 플로리다주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혁
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연방정부의 역량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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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 동부 버지니아항 Virginia International Gateway (VIG) 컨테이너 터미널은 3억 2
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확장 공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는 7월에는 Norfolk
International Terminals (NIT)에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로 인해 버지니아항 전체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2020년까지 40% 또는
100만개 내외 증대될 계획이다. VIG의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에는 연간 120만개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현행 처리 능력(650,000개)의 약 두 배 수준이
다. 또한, NIT의 확장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연간 400,000개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추가
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g)

박주동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dpark@kmi.re.kr/051-797-4660)

참고자료

a)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renewed-activity-at-hanjin-terminalboosts-long-be-66700.aspx?taxonomy=Ports1(2017.2.10.검색)
b)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port-of-oakland-sees-containervolumes-rise-in-jan-66709.aspx?taxonomy=Ports1(2017.2.13.검색)
c)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port-everglades-handles-recordcontainer-volumes-i-66665.aspx?taxonomy=Ports1(2017.2.6.검색)
d)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port-of-virginia-ups-capacity-injanuary-66703.aspx?taxonomy=Ports1(2017.2.10.검색)
e)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port-of-oakland-to-make-about-600m
-in-capital-impr-66670.aspx?taxonomy=Ports1(2017.2.6.검색)
f)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gov-scotts-proposed-budget-includes108b-for-trans-66684.aspx?taxonomy=Ports1(2017.2.8.검색)
g)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virginia-port-authority-begins-workon-terminal-ex-66721.aspx?taxonomy=Ports1(2017.2.14.검색)

64 |

영국의 항만들, BREXIT 후속 발표에 대응

■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금년 1월 17일 영국의 EU 단일 시장 이
탈을 재천명함에 따라 항만 및 화물 관계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a)
- 총리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국은 EU 단일시장에서 떠나고 자유무역주의 원칙으
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것임을 확실히 한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대륙과 친구 혹은 동맹 관계
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세계화된 영국은 브렉시트가 EU와의 무관세 무역 및 가장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무역 관계에 이르는 것을 보장한다. 향후 EU와의 관계에서 새롭고 대등한 관계
를 추구할 것이다.’
- 그러나 영국항만협회(British Ports Association : BPA)의 반응은 오히려 비관적이었다. 리
처드 볼란타인 (Richard Ballantyne) 수석이사는 "브렉시트 투표와 테레사 메이의 연설은 영
국의 장래 무역 및 관세 정책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 또한 영국국제화물협회(British International Freight Association : BIFA)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총리의 발언은 유럽단일 시장을 떠나려는 영국의 계획을 분명히 하고는 있
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는 영국의 무역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부족이다.’

■ 영국국제화물협회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총리의 연설에서 협회회원들의 화물운송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
– BIFA의 로버트 킨 (Robert Keen) 사무총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의 회원사들은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총리가 관세와 마찰 없는 무역에 대한 열망을 뒷받침 할 방안을 명확
히 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EU 및 기타 회원국들과의 미래 무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에서 EU와 협정을 맺기를 희망한다.”

■ 영국항만협회는 브렉시트 이후의 비전과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c)
- 영국항만협회는 “향후 정부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재도입 방법을 논의 할 것이다. 또한 영국
의 항만들은 총리가 EU와 FTA를 맺기 위한 협상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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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만도시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강화 추진

■ 일본은 항만도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가형 ‘Port Oasis’제도를 설립하였다.a)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주민의 교류와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항만(み
なと)’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주민참가형 및 지역진흥 시설을 ‘포트 오아시스(Port
Oasis)’로 지정하여 등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92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다.
- 포트 오아시스 제도는 지역주민, 관광객, 크루즈 여객에 대한 교류와 휴식의 공간, 지역 관광
및 교통 서비스 제공, 재해발생 시의 방재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1. 포트오아시스 현황

출처 : http://www.mlit.go.jp/common/001170397.pdf(2017.2.2.검색)

■ 포트 오아시스 운영지침 제정· 및 공표를 통해 제도화를 마련하였다.a)
- 포트 오아시스의 기능, 운영주체, 역할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은 “포트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한 지역활성화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포트 오아시스 운영
지침”을 제정·공표하였다.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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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포트 오아시스 운영자의 업무 내용 충실화, 홍보활동이 강화되어 포트 오아시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항만’이 한층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베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b)
- 개항 150주년을 맞은 고베항(神戸港)도 크루즈선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높은 관광객 유치능력과 충실한 터미널 설비를 홍보 소재로 활용하여 선사, 여객대리점
에 제안형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 2015년 고베시는 첫 입항이나 5회 이상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1회에 50만엔(한화 약
600백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였다.
- 고베크루즈터미널은 고베공항과 간사이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을 살려 고베항 착발 크루즈와 항공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Fly & Cruise” 상품 마련
에 힘쓰고 있다.
- 또한 고베항은 관광객 유치에 뛰어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고베
뿐만 아니라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 히메지(姫路) 등 간사이(関西) 지역 도시
들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 크루즈터미널은 시내중심지에 인접하여 있고, 세관 등 모든 수속
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설비도 완비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에는 승객 정원
약 4,000명의 대형 크루선이 입항하였을 때, 모든 승객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하선 한 실
적도 가지고 있다.

■ 항만도시 활성화는 서비스 충실화와 지역 주민참가형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
- 일본의 포트 오아시스 제도는 중소형 항만도시의 지역 활성화를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포트 오아시스로 지정된 지역은 친수 공간의 효율적 활용,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최근 우리나라도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항만도시의 재생 사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형적인 건물과 심미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요
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주민참가형 방식이 인류(人流)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방문자 중심의 다양한 관광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다.
- 고베시는 과거 컨테이너 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광, 첨단 기술
및 의료 클러스터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전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20년∼30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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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항만지역의 재개발 사업인 ‘항만 도시 고베 그라운드 디자인’을 발표하여 항만도시 재생사
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고베항의 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방문객 수의 증가는 지역 경
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의 크루즈 항만(부산항, 제주항, 인천항) 도시들이 다양한 크루즈선이 방문하는 매력
적인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도심 접근성 강화와 다양한 관광 패키지 개발 등
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나영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chnayoung@kmi.re.kr/051-797-4770)

참고자료

a)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04_hh_000164.html (2017.2.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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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금수조치 해제 후 세계 주요 항만과
자국 주요 항만에 신규 서비스 확대

■ NITC, 인도네시아에 원유 수송을 시작하다.a)
- 이란의 국영 유조선 회사 NITC사(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는 금년 2월 30만dw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ery Large Crude-Oil Carrier : VLCC)으로 인도네시아 찔라캅(Cilacap)의
정유 공장에 원유를 운송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새로운 무역 경로를 열어 가고 있다.
- 이는 1년 전, 제재가 해제 된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이며, 최근 동남
아시아 항만으로 새로운 기항지를 추가하고 있다.
- 이란의 원유운반선은 제재 해제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Rotterdam)과 르 아브르(Le Haver)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제항에 취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NITC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출처 : http://www.iran-bn.com/tag/national-iranian-tanker-company-nitc/(2017.2.17.검색)

■ IRISL, 유럽 서비스 재개 및 아시아 서비스를 확대하였다.b)
- 이란의 국영선사인 IRISL사(Islamic Republic of Iran Lines)는 금수조치 해제 이후 중동동아시아 직항 노선을 확대 하였으며, 걸프-유럽 노선에 다시 취항하는 등 새로운 노선을 확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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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L사의 회장 모하마드 사에이디(Mohammad Saeedi)에 따르면 “현재 IRISL은 국제 운
송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다른 해운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 IRISL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해양플랜트지원선을 포함한 2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운반선 10척이 인도될 예정이다.
- 또한 IRISL은 이란의 퀘샴(Qeshm)당국과 협력하여 벙커링 용량을 최대 50만 톤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 자국 항만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c)
- 최근 이란은, 세계 주요 해운회사를 자국 항만에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사들이 이란 항
만 기항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 항만의 물동량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이란의 금수제재 해제 후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라인(Maersk Line)이 5년 만에 이란
의 주요항만에 정기 서비스를 재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이란 항만해운청(Port and Maritime Organization : PMO)의 청장 모하마드 사에이디
(Mohammad Saeed)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머스크라인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주요 해
운회사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결정일 것이며, 이미 주요 17개 해운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란 항만에 들어와 화물을 양하, 적하 중”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란 항만해운청은 “이란 항만에서 일정량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해운 회사에 대해
관세 및 요율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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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하마드신항 1단계 개장 후 직기항 노선 확대

■ 카타르(Qatar), 하마드 신항(New Hamad Port) 1단계가 개장하였다.a)
- 2016년 12월 1일, 안벽 1,200m, 200만 TEU 규모의 하마드 신항이 공식적으로 개장하였고,
관리기업은 QTerminal로 카타르 항만관리기업인 MWANI와 항만 운영사 MILAHA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 수도 인근에 있는 도하(Doha)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기능은 모두 하마드 신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크루즈선만 입항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31일 이후 폐쇄할 예정이다.
- 혼잡한 도하항의 운영을 인수하기 위해서 2015년 말부터 임시적으로 선박을 처리하고 있었으
나 첫 공식 입항선박은 MSC의 14,000 TEU급의 Esthi로 2016년 12월 1일 기항하였다.

그림1. 하마드 신항 1단계 개장 현황

출처 :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07932/msc-esthi-opens-1st-phase-of-hamad-terminal
(2017.2.16. 검색)

■ 2017년 1월, 하마드항-상하이항간 직항 서비스를 개시하였다.b)
- 카타르 교통통신부 전략의 일환으로 MWANI는 MSC와 협력하여 하마드항과 상하이항 간 최
초의 정규 직항 노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직항 서비스를 시작한 첫 선박인 FK701A는 1월 5일 상하이를 출발해서 1월 26일 하마드 항
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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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노선의 추가로 기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카타르까지 운송 범위가 확대되면서 항만뿐 아
니라 내륙 지역의 서비스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콜롬보를 통한 문드라항과의 신규 노선이 추가되면 인도 남부와 동부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카타르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마드신항은 600만 TEU 규모로 3단계에 걸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c)
- 하마드 신항은 약 800만 평 규모에 달하는 항만개발 프로젝트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2, 3단계는 2030년까지 총 안벽길이 3,800m, 수심 17m, 600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일반화물 170만 톤, 곡물 100만 톤 및 자동차화물 약 50만 대를 처리
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항만시설 뿐 아니라 특별경제구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카타르의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2. 하마드 신항 조감도

출처 : http://www.rpic-ibic.ca/documents/2016_MI/presentations/AECOM_formatted_-_Doha_-_NEW_
PORT _PROJECT_28-01-2016_final.pdf(2017.2.0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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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ohee_jo@kmi.re.kr/051-79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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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에서 해상화물운송업체로 성장 중

■ 아마존이 항공ㆍ육상 운송 서비스에 이어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a)
-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작년 10월 미해사연방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해상화물운송업체로 등록 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미국까지 약 150대의 컨테
이너를 운송했다.
-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지만, 포워더 및 3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선적예약 및 항구에서 창고까지의 트럭운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주로 3PL 업체들이 제공하는 물품분류, 라벨링 및 배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표를 이미 발
행하였고, 이러한 신규 서비스 제공은 아마존 차이나의 자회사인 ‘Beijing Century Joyo
Courier Service’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1. 아마존 해상화물운송

출처 : http://www.bidnessetc.com/61527-from-friend-to-foe-how-amazon-freight-forwarder-statusthreatens-fedex-and/(2017.2.1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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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마존이 물류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b)
- 아마존은 해상화물운송업 진출은 주력 사업인 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잠재적으로 3PL
서비스 및 다른 물류산업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마존의 해상운송 서비스는 미국의 구매자들 보다 중국의 판매자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판매자들은 거대한 미국시장에 직접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흥미를
가질 것이다.
- 아마존은 이미 초고속 항공화물 운송을 위해 제트기 20대 임대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고,
선적 용량을 늘리기 위한 트레일러트럭 구매 및 효율적인 택배 배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해상화물운송 업체들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c)
- 아마존이 해상화물운송업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의 화주들은 더 저렴하고 간단하게 해당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아마존은 앞으로 Fedex, UPS 및 타 물류업체와의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화물을 취급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2017년 1월 아마존의 중국 경쟁업체인 알리바바(Alibaba)도 머스크라인과 제휴를 맺고
‘OneTouch’예약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규
모 판매자들이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통해 머스크라인 이용시 선적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선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sunmikang@kmi.re.kr/051-797-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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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 Ports社, 틸버리 터미널 확장 발표

■ Forth Ports社는 런던항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인 틸버리(Tilbury) 터미널 확장에 총
12.5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였다.a)
- 틸버리 터미널의 소유주인 Forth Ports社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를 기존 850에이커에서 1,100에이커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틸버리 터미널의 수심은 10.8m~11.6m이며 최대 접안 가능한 선박의 길이는 262.1m
이다.
-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컨테이너 터미널로써 물동량의 약 60%를 유럽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는 틸버리 터미널은 영국 최대 재활용품 수출항만으로서 재활용 시장과 연계된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틸버리 터미널은 재규어랜드로버 자동차를 남아메리카로 운송하고 서부아프리카로 중고
차와 건설기계 등을 운송하기도 한다.

그림1. 틸버리 터미널 시설 현황

출처 : https://forthports.co.uk/tilbury-london(Tilbury Port Handbook 2016, 2016.2.17.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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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확장을 통해 틸버리 터미널은 2026년까지 3,2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
이라 밝혔다.b)
- 틸버리 터미널은 유럽 역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식료품, 철강, 잡화뿐만 아니라 벽돌
4,000만 개를 취급하였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영국 런던과 서부지역의 건축 자재 수요증가
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Forth Ports社 관계자는 2026년까지 틸버리 터미널에서 3,2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
이며 향후 10년 이내 틸버리 직원수가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틸버리 터미널은 현재 연간 1,600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처리 품목으로는 목재류가
350만 톤, 재활용품이 200만 톤, 곡물이 140만 톤이 처리되고 있다.

그림2. 틸버리 터미널 연간 처리 실적

출처 : https://forthports.co.uk/tilbury-london(Tilbury Port Handbook 2016, 2016.2.17.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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