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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동향
해양

지구온난화로 극지 크루즈 본격화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극지 관광이 본격화 되고 있다.a)
-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극지의 얼음이 크게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극지를 여행의 목적지로 하는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 되고 있다.
- 2016년 여름 미국의 크리스탈 크루즈사의 세레니티(Serenity)호가 북극해 북서항로 항해를 시
작하였다. 1,000여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크루즈가 처음으로 북극관광에 나선 것이었다. 세레니
티호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즈(Anchorage)/수어드(Seward)에서 출발하여 배링해협 및 빅토리
아 해협, 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 등을 거쳐 뉴욕으로 가는 3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 올해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승객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다.b)
- 알래스카 여행산업협회(The Alaska Travel Industry Association)는 올해 알래스카를 방문
하는 크루즈 승객이 106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2008년 103만명의 최대
방문객 기록을 넘는 수치이다.
- 협회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극지를 항해하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카(Sitka), 주노
(Juneau), 아이시 스트레잇 포인트(Icy Strait Point) 등에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
를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소형 선박을 이용하
여 대형 크루즈 선박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한편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Holland America Line)은 알래스카 탐사 70주년을 맞아 유럽에서
알래스카로 항해하는 우스테르담(Oosterdam) 선박을 재배치하였다. 씨본(Seabourn)은 15년
만에 소형 선박을 다시 배치하여, 올해 6월부터 알래스카로의 항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카니발 미라클(Carnival Miracle)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출발하여 알래스카까지 왕복
운항하는 14일 극지방 여행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은 2018년
알래스카 여행 맞춤 크루즈 선박 노르웨이지안 블리스(Norwegian Bliss)를 출시할 예정이
다. 세계 각국의 크루즈 업계 간 극지 크루즈 관광에 대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크리스탈 크루즈사, 아크틱 킹덤(Arctic Kingdom)과 협력하여 두 번째 북극 크루즈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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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크루즈사는 북극 여행 전문사인 아크틱 킹덤과 협력하여 2017년 여름에 크리스탈
크루즈의 2번째 북서항로 여행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틱 킹덤은 이누이트 원주민,캐
나다 가이드 팀, 해양 생물학자, 고고학자, 전문 다이버, 사진가 및 야생 생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북극 크루즈 여행 기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크리스탈 크루즈사 CEO인 에디 로그리게즈(Edie Rogriguez)는 북극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아크틱 킹덤과의 협력은 크루즈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미국과 캐나다 해안 경비대, 정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하여 안전한 북극 크루즈 여행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크루즈는 8월에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스워드에서 출발하여 32일간의 항해를 할 것으로 계획
되어있다. 이번 항해에는 에스코트 선박을 추가하여 안전 및 북극 환경 보호를 돕고, 빙하 정
찰 및 비행 관찰을 위한 헬리콥터 2대를 보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에스코트 선박
은 항구 시설이 없는 지역의 착륙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크루즈와 에스코트 선박 모두 숙련된 승무원이 탑승할 것이며, 북극 환경을 위하여 선박은
저유황 연료를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러시아, 극지 관광을 위한 크루즈 선박 헬싱키 조선소에서 건조하다.d)
- 극지 관광의 활성화에 힘입어 러시아 국영조선그룹(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
USC)은 헬싱키 조선소에서 극지 관광을 위한 페리, 크루즈, 요트 건조를 시작하였다고 전했
다. 이와 동시에 조선소에서는 러시아 선박회사 소프콤플로트(Sovkomflot)의 주문에 맞춰 쇄
빙선 건조에 착수하였다.
- 현재 USC는 일본, 모나코 및 북유럽 국가 등과 극지 관광 활성화에 맞추어 선박 건조 계약
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 경제포털에 따르면 이러한 극지 선박 건조 프로젝트로 인하여 1억
3,000만~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590억 원~1,83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
최일선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ischoi@kmi.re.kr/051-797-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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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슈퍼요트 산업 성장 전망
■ 2017년 신규 슈퍼요트 건조 계획은 760건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
- 세계 요트시장 다변화에 따라 슈퍼요트시장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으며 과거 부호들을 대상으
로 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기업, 호텔, 리조트의 임대시장(Charter)을 중심으로 영역이 확대되
고 있다.1)
- 2017년 전세계 신규 슈퍼요트 건조 계획은 760건으로 2016년 719건에 비해 5.7%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건조된 선박의 평균 선체길이(LOA)는 48미터이다.

그림1. 신규 슈퍼요트 건조 동향

신규 슈퍼요트 건조 계획 추이

1)

슈퍼요트 전경

출처: http://www.boatinternational.com/yacht-market-intelligence/superyacht-industry-data/superyachts-u
nder-construction(2017.2.20.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 이탈리아의 슈퍼요트 건조가 가장 활발하며, 30m 이하 선박이 선호된다.a) b)
- 이탈리아는 세계 슈퍼요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7년 건조 예정인 슈퍼요트의 총 길이
는 12,003미터로 2위인 네덜란드의 4,284미터의 2.8배이다.2)

1) 슈퍼요트(Super yacht): 선체길이 24미터 이상의 요트를 부르는 명칭으로 호화요트(Luxury yacht), 메가요트(Mega
yacht) 등으로도 불리며 선체길이 90미터 이상인 요트는 기가요트(Giga yacht)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2) 슈퍼요트는 선박의 총 선체 길이를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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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요트 시장은 선체 길이 24~30미터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30~40미터, 40~50미
터 길이 순으로 선호된다. 세계 최대 슈퍼요트의 선체 길이는 180.61미터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 수요 증가에 따라 요트 크기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b)

그림2. 국가별·선체길이별 슈퍼요트 수주량(2017년 예상치)

국가별 수주량(선체 길이 기준)

선체길이별 수주량

출처: http://www.boatinternational.com/yacht-market-intelligence/superyacht-industry-data/superyachts-u
nder -construction(2017.2.20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 슈퍼요트 1척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75만 달러 규모이다.c)
- 미국슈퍼요트협회(U.S. Superyacht Association, USSA)는 ‘슈퍼요트는 일자리’라는 구호
아래 슈퍼요트의 생산, 기항 유치를 통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슈퍼요트 1척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75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고용창
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140만 달러(29.5%)에 달한다.
- 우리나라도 세계 레저선박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슈퍼요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210억 원을 투입해 100피트(34미터)급 대형요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 국내 조선사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레저보트 산업의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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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슈퍼요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출처: http://www.ussuperyacht.com/industry-impact(2017.2.20. 검색)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참고자료

a) http://www.boatinternational.com/yacht-market-intelligence/superyacht-industry-dat
a/superyachts-under-construction/superyachts-under-construction-in-2017--32433
(2017.2.20. 검색)
b) http://www.boatinternational.com/yacht-market-intelligence/superyacht-industry-da
ta/superyacht-market-reports/things-to-expect-from-the-superyacht-market-in-2
017—32339/frame-6(2017.2.17. 검색)
c) http://www.ussuperyacht.com/industry-impact(2017.2.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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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이용방식, 도시에서 공원까지 무한대로 확장

■ 세계 최초의 부유식 도시(floating city) 건설 계획이 베일을 벗다.a)
- 세계 최초의 플로팅 도시가 남태평양의 타히티(Tahiti)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씨스테딩연구소(Seasteading Institute)는 향후 2년 동안 공동작업을 통해
2019년에 플로팅 도시 건설에 착수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환경 친화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2019년에 건설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도시는 11개의 직사각형과 5개 면을 갖은 플랫폼으로 제작하되 주민들의 요구에 맞
춰 재조립될 수 있다. 길이 50미터, 높이 50미터로 구성되며 아파트, 테라스, 사무실, 호텔
등을 갖춘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50~300명이 거주할 것이며, 비용
은 1억 6,7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림1. 세계 최초의 부유식 도시 조감도 및 위치

출처: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4127954/Plans-world-s-floating-city-unveiled.html(2017.
1. 10. 검색)

■ 일본 건축가들, 도쿄에 260억 달러 규모의 수중도시 건설을 구상하다.b)
-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미주(Shimizu) 사의 건축가들은 도쿄 앞 바다에 ‘바다 나사
(Ocean Spirals)라 불리는 수중도시를 건설하길 원하고 있다.
- 아직 Ocean Spirals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리
더인 마사키 타케우치는 건설비용이 대략 2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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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이 공급되며, 계획이 추진된다면 2030년경이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2. 일본 건축가들이 구상항 수중도시 조감도

출처: http://www.businessinsider.com/underwater-city-tokyo-japan-2017-1(2017.1.24. 검색)

■ 유럽의 첫 번째 수중박물관 Museo Atlantico가 개관하다.c)
- 1월 11일, Museo Atlantico이 개관했다. 란자로떼(Lanzarote)에 설치된 유럽 내 첫 번째 수중
조각상 박물관이다. 해저 39피트 깊이에 300개 이상의 실물 크기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 Jason deCaires Taylor는 거의 3년 동안 이 수중박물관을 만들었다. 이 조각상들은 PH 중
성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인공산호로써 수백 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루비콘 건너
기(Crossing the Rubicon)'라 명명된 작품의 경우 무게 100톤, 길이 30미터에 달하는 장벽
과 35개의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 수중박물관은 해양생태계의 이슈와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Jason deCaires Taylor는 영국의 조각가로서 첫 번째 수중조각공원은 서
인도제도의 그레나다에 설치되어 있다.

■ 필리핀 팔라완에 세계 최초로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d)
- 아동전문 TV 회사인 Nickelodeon사가 필리핀 팔라완에 수주 테마파크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중공원에는 ‘네모바지 스폰지밥’, ‘닌자 거북이’, ‘도라의 모험’ 등과 같은 캐
릭터들을 채워 관람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 관광객들은 해수면으로부터 20피트 아래의 레스토랑과 라운지에서 경관을 감상하게 될 것이
다. 공원은 400헥타르로 16개의 섬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수중 테마공원은 팔라완이 UNESCO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다. 수중
테마공원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훼손 등 환경문제를 불식시켜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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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최초의 플로팅 공원이 금년 봄에 개장한다.e)
- 런던의 첫 번째 플로팅 공원이 금년 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 부유식 공원
은 런던의 그랜드유니온(Grand Union) 운하의 패딩턴(Paddington) 유역에 설치될 예정이
며, 면적은 730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4.45 헥타르에 달하는 운하 내 상업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 부유식 공원은 런던에 새로운 방식의 공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공장소를 개
발하는 방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담당부서인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Robert Davis는 공원이 더 많은 비즈니스와 관광을 끌어들여 운하의 잊혀진 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해양의 이용범위는 해면에서 수중, 해저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용방식도 해상교통로, 수산
물 채취, 해수욕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거주와 휴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 자족형 플로팅 거주공간, IT 거부들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이동형 플로팅 도시에 대한 구상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해양이 생활공간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으며, 수중에서 생활할 날도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양공간을 산업적 용도를 넘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광서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참고자료

a)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4127954/Plans-world-s-floating-city
-unveiled.html(2017.1.10. 검색)
b) http://www.businessinsider.com/underwater-city-tokyo-japan-2017-1(2017.1.24.
검색)
c) http://www.travelerstoday.com/articles/34238/20170111/museo-atlantico-europe-fi
rst-ever-underwater-museum-opens-today.htm(2017.1.22. 검색)
d) http://www.dailystar.co.uk/travel/adventure/578974/Nickelodeon-underwater-them
e-park-Palawan-Philippines-Worlds-Best-Island(2017.1.23. 검색)
e) http://www.hortweek.com/londons-first-floating-park-open-spring/parks-and-gard
ens/article/1422738(2017.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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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드론의 진화, 더 작게, 더 자유롭게, 더 정확하게

■ 수심 100미터에서 유영하며 이미지를 찍는 초소형 ROV, ArcheoRov가 3D 인쇄부
품으로 제작되었다.a)
- 호주 인스브룩 대학 아크 팀과 이탈리아 위트랩이 합작하여 제작한 원격조종수중탐사정
(Remotely Operated Vehicle : ROV)인 ArcheoRov는 배낭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제작
되었다.
- 탑재된 2개의 카메라를 통해 최상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상하 이동을 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려운 해저동굴이나 난파선 등 어디에든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 3D로 인쇄된 부품을 사용하여 수심 100미터까지 잠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350미터까
지 내려가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그림1. ArcheoRov

출처: http://www.3ders.org/articles/20170126-archeorov-a-3d-printed-underwater-vehicle-that-captures-imagesat-100-meter-depths.html (2017.1.31. 검색)

■ 초소형 AUV, Bluefin SandShark가 제작되었다.b)
-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서는 몸체 11파운드(약 5kg), 적재물 포함 16파운드(약 7.2kg)인 초
소형 자동수중탐사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 AUV) Bluefin SandShark을
제작했다.
- 이 Bluefin SandShark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1인 휴대형 소형 AUV로 5노트의 속도로 움
직이며, 수심 656피트(약 2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작업할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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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 또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주문제작할 수 있고, 대부분의 무인수중탐사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 UUV)의 운행장치와 호환이 가능하다. 어뢰형 AUV의 경우, 사용자
가 모듈형 SandShark를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카메라나 음향 탐사장비를 각각 실을 수 있다.

■ 어군 추적 수중 드론, PowerRay가 시판될 예정이다.c)
- 파워비전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개발한 PowerRay는 음파탐지기와 LED 조명을 장착한 수중
드론으로 물고기를 추적하여 비디오와 사진을 촬영한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원격조종으로 주행모드, 속도, 조명 사용 여부를 조절할 수 있으며, 어군 분포뿐만 아니라 수
온, 깊이, 해저 지형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수심 30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음파탐지기로 40미터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감지할 수
있어 총 70미터 아래의 물고기까지 추적가능하고 10센티미터 단위로 잠영이 가능하다. 그리
고 와이파이 송수신기를 통해 80미터까지 이미지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신생기업 ROVCO, ROV에 3D 지도제작 기술을 결합했다.d)
- 영국 신생기업인 ROVCO는 ROV와 3D 시각화 기술을 접목하여 사무실에서 수중탐사드론을
원격조종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의 3D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을 실현했다.
- 설립자이자 CEO인 Brian Allen에 따르면, 이 기술을 해저 자원 탐사에 활용할 경우, 현재
관련 기업들이 자원탐사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2. AUV와 3D 시각화 기술로 제작한 침몰된 난파선의 3D 이미지

출처: http://www.rovco.com/survey-services(2017.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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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세계 수중무인탐사정 시장, 우리 기술개발과 상용화 노력이 필요하다.e)
- 소형화된 수중무인탐사정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까지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감시, 해양자원조사, 어군탐지, 구조구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 수압을 견디고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중을 유영하여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3D 부품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쉽게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
- Orbis Research사의 분석에 따르면, 2016~2021년 동안 세계 AUV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이 1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심해
석유가스 산업 분야, 유럽은 해저파이프라인 조사, 일본은 연구 활동, 중국은 국방 분야에 대
한 투자로 AUV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2015년에는 국방분야가 시장규모의 49%를
점유했다.e)
- 우리는 1990년대부터 수중무인탐사정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실용화 및 상용화의 단계에 이
르지 못했고, 초소형 개발은 미진한 편이다. 해저 자원 탐사, 해양에너지 확보 등 우리 입장
에서도 수중무인탐사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이 분야의 세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술 수준을 검토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주형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박광서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참고자료

a) http://www.3ders.org/articles/20170126-archeorov-a-3d-printed-underwater-vehicl
e-that-captures-images-at-100-meter-depths.html (2017.1.31. 검색)
b) http://www.engineering.com/DesignerEdge/DesignerEdgeArticles/ArticleID/14107/U
nderwater-Drone-Fits-in-a-Backpack.aspx (2017.2.8. 검색)
c)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4088682/The-fisherman-s-frie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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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 검색)
e) http://www.satprnews.com/2017/02/14/global-automatic-underwater-vehicle-auvmarket-analysis-and-forecast-2021-by-size-share-and-growth-rate/(2017.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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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가격 개선 전망

■ 유럽연합의 잉여 배출허용량이 2015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a)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유럽연합 전체 배출량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며
2015년에는 참여 배출시설에서 총 0.4%의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1)
- 2005년과 2008년에 배출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잉여 배출허용량(Surplus of emission
allowances)이 남아도는 동시에 2009년 이후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으
로 수요 역시 감소하여, 거래가격 EUA(European Union Allowance)는 2011년 최저점을
보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
- 2012년 11월 14일, EU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공급과잉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으로
EU-ETS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EU-ETS
3단계(2013년~2020년)의 후반기로 연기되었던 총 9억톤의 배출권 경매를 영구적으로 폐기
하고 감축량을 2단계(2008년~2012년) 감축율 수준인 1.74% 보다 확대하였다.
그림1. EU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허용량) 수요-공급 추이

출처: E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2017. 1. p.23.의 자
료 편집
1)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를 실시하고 있으며, EU-ETS는 업체 또는 사업장이 아닌 배
출시설(installation)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2)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기업의 입장에서 배출감축의 인센티브 효과의 저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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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불균
형 양상이 개선되어 2015년에는 처음으로 잉여 허용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국제 항공 및
해운 분야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b)
- 1990년부터 2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4,290Mt CO2-equivalent
(1990년 연간 배출량 대비 1,383Mt CO2-equivalent, 24.4% 감소; 2013년 대비 185Mt
CO2-equivalent, 4.1% 감소)를 기록하였다.
- 전체 배출량의 약 31.1%로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Energy supply; 전력 포함)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8.3%의 배출량 감축을 보인 반면, 국제항공
(International Aviation)과 국제해운부문(International Navigation)의 배출량은 각각 95%
와 24% 증가하였다.

그림2. EU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otal GHG emissions) 추이

출처: EEA, Annual 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14 and inventory report 2016, 2016. 6,
p.78의 자료 편집

■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도(EU-ETS) 방식을 정책수단의 기본으로, 배출량 감축목
표를 달성하는 전략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 유럽연합은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8년 ‘기후·에너지 패키지 20-20(Climate
and Energy Package 20-20)’를 출범한 이후, 이를 개선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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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프레임워크(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를 2014에 재출
범하였으며, 장기전략으로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강화하여 EU 에너지 및 경제구조
를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Low-carbon Economy in 2050)’을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항공분야는 이미 EU-ETS 3단계(2013년~2020년)에 편입되어 2013년부터
참여·운용 중이며, 해운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EU의 지역규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배출권 거래제도(EU-ETS)의 적용이 유력하다.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2.5)"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운분야는 중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수의 대형 조선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및 에너
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들이 향후 자동적으로 거래제도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부 차원의 참여·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또한, 이미 국가적 시스템으로 운용 중인 배출권 거래제도에 해양수산 분야가 본격적으로 적
용·참여하기 위해서는 선박 및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확
립을 통한 정확한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감축목표와 감축량을 산정하
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3)
안용성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s@kmi.re.kr/051-797-4716)

참고자료

a)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2017. 1
b) EEA, Annual 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14 and inventory
report 2016, 2016. 6
c) European Commission, 2011 Commission White Paper on Transport, 2011. 3

3)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 보고하고 이를 검증하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 여러 가지 조치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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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관광의 해’, 해양생태관광 도약 기대
■ 유엔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로 지정한 2017년, 생태관광이 주목된다.a) b)
- 2017년은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이다.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을 공정하고 책임 있
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안보와 이해, 문화와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잠재력에 주목하겠다는 취지이다.
- 2017년은 유엔 관광의 해(1967년)로부터 50년, 유엔 생태관광의 해(2002년)로부터 15년,
세계관광기구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컨센서스 채택(2012년)으로부터 5년이 되는 해로 관
광분야에서 상징성이 높은 해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는 세계생태관광협회가 주최하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Eco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ESTC)’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9월 12~15일 안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칠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해양생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c) d) e)
- 최근 칠레의 Mar de Juan Fernandez 군도 일부가 ‘다목적 연안해양보호구역(Coastal Marine
Protected Area of Multiple Uses)’으로 지정되었다. 새로 지정된 구역은 칠레 관광도시인
발파라이소(Valparaiso)의 생물다양성 우선순위 10위, 세계 해양보호구역 우선순위 11위 안
에 드는 생태지역으로 11,000제곱 킬로미터가 넘는다.
- 인도네시아 센트럴자바의 세마랑(Semarang)은 수많은 망그로브숲이 어우러진 Maron Mangrove
Edupark에 위치한 관광지이다. 세마랑 내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으
며 연안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 베트남 란하베이(Lan Ha Bay)는 하이퐁시 북쪽 깟바섬 동쪽을 둘러싼 군도로 하롱베이 인
근에 위치해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다. 소규모 어촌마을의 특산물을 시식하
는 관광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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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한 생태관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세계생태관광협회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
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을 말하며,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와 경
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2016
년 기준 20개소)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만, 강, 호수, 늪, 습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
나 바다로 이어진 곳이 많고 제주도를 비롯해 안산 대부도, 신안 영산도, 완도 상서마을 등
섬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3개소 외에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개소와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가 있다.
-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와 ESTC 2017 개최를 기회삼아 해양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
해본다.

그림1.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와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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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1)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출처: http://www.eco-tour.kr/front/tour/tourChoiceList.do(2017. 2. 21. 검색)
2) 해양보호구역 현황
출처: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i/mpa02.do(2017. 2. 21. 검색)

윤인주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참고자료

a) http://media.unwto.org/press-release/2017-01-03/2017-international-year-sustaina
ble-tourism-development(2017. 2. 13. 검색)
b)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01(2017. 2. 13 검색)
c) http://en.mercopress.com/2017/02/03/chile-creates-new-11.000-km2-marine-eco
-region-in-juan-fernandez-island(2017. 2. 13. 검색)
d) http://www.thejakartapost.com/travel/2017/02/07/mangrove-tourism-abundant-insemarang.html(2017. 2. 13. 검색)
e) http://english.vietnamnet.vn/fms/travel/172273/lan-ha-bay---marine-tourist-magn
et-of-vietnam.html(2017. 2.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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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 해양환경에서 발견되는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or)은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
과,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a)
- 환경호르몬은 동물이나 인간의 개체 발달과정에서 기형을 초래하고, 생식을 저해하며, 암 발
생 위험성을 높이고, 면역체계와 신경계 기능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로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생산된 물질을 일컫는다.
- 환경호르몬은 해양생태계에서 어류를 포함한 각종 해양동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보고되
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우 낮은 수준(1조분의 1 단위; ppt)의 TBT(tributyl tin) 노출에 바
다 고둥류와 같은 해양 연체동물 암컷이 수컷으로 변화되었다.

■ 가장 깊은 심해에서도 해양생물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이 확인됨에 따라 지구상 바다
전역에 환경호르몬이 퍼져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b)
- 최근 과학자들은 극히 높은 농도의 유해화학물질 PCB(polychlorinated biphenyls)와 PBDE
(polybrominated diphenyls)가 지구상 가장 깊은 해역인 마리아나 해구(Mariana trench)
와 케르마데크 해구(Kermadec trench)의 수심 10,000 미터 이상 해저에 서식하는 해양동
물 체내에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PCB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PCB와 PBDE는 모두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현재 생산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양환경에 여전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
고 있다.

■ 환경호르몬은 해양을 포함하는 수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생
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c)
- 축산업에서 소 사육 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렌볼론 아세
테이트(trenbolone acetate)는 물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분해가 되는데, 밤이 되면 자연적으
로 다시 원래 물질로 회복이 되어 마치 좀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최근 발견되었다
(피임제, 근육강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일부 다른 물질도 유사한 성질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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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볼론은 1조분의 1 단위(ppt)의 낮은 농도에서도 어류의 생식능력을 감소시키고 성비율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분해된 물질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트렌볼론보다 더 독성
이 강한 물질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

그림1. 환경호르몬 트렌볼론의 낮 동안의 광분해와 밤에 일어나는 복원 과정

출처: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41/6153/1441.full(2017. 2. 19. 검색)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해양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환경호르몬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바다에서 환경호르몬의 물리적 이동 및 화학적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 작용에 대하여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극히 미량의 환경호르몬도 바다에 서식하
는 동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PCB와 같이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오랜 기간 지속되며,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의 관리가 앞으로 해양환경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전문연구원
(kwhan@kmi.re.kr/051-797-4736)

참고자료

a) https://www.epa.gov/endocrine-disruption/what-endocrine-disruption(2017. 2. 19.
검색)
b) http://web.unep.org/chemicalsandwaste/news/extraordinary-levels-toxic- chemical
s-deepest-ocean-fauna(2017. 1. 20. 검색)
c)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41/6153/1441.full(2017. 1.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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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을 일으킨 수은의 해양축적 가속화

■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은의 생지화학 순환 역시 영향을 받는다.a)
- 대기 순환 및 온도 변화는 대기에 있는 수은이 산화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강수량 증가,
대형 태풍 발생으로 해양으로 수은이 침적되는 속도 역시 빨라진다.
- 기후 변화가 메틸수은 생성을 촉진하여 생물 및 생태계에 수은 축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
때, 육지에 가까운 연안의 영양염은 메틸수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 수은은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존재하며, 피부,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손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메틸수은은 먹이그물 단계마다 농축되는 유일한 수은으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육식어종은 해수 중
수은농도보다 100만 배 이상 농축된다. 이런 어류를 섭취하면 인간은 메틸수은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림1. 지구환경 내의 수은 순환

출처:

http://people.seas.harvard.edu/~swofsy/SUNDERLAND/Science-2013-Krabbenhoft-1457-8.pdf(2017.
18. 검색)

1.

■ 해양의 수은 축적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b)c)
- 식물 및 동물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이 메틸수은을 흡수하면서 메틸수은이 해양의 생태계로
유입된다.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의 투명도에 따라 생태계로 유입하는 메틸수은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수은 섭취 위험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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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농축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2050년까지 매년 3,4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d)
- 현재 수은은 연간 2,000톤이 배출된다고 한다. 수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해도 2050년
까지 연간 800톤이 배출되며,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2050년까지 매년 3,400톤이 배출된다.
-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구환경에서의 ‘수은 메틸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안
전하게 수산물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근해에서의 수은 순환 및 축적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과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원근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센터장
(wkchang@kmi.re.kr/051-797-4732)

최수빈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참고자료

a)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41/6153/1457(2017.1.18. 검색)
b) https://thewellesleynews.com/2017/02/02/mercury-accumulation-in-oceans-threat
ens-marine-food-chains/(2017.1.19. 검색)
c)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3/1/e1601239(2017.1.19. 검색)
d) https://toxics.usgs.gov/highlights/mercury_science.html(2017.1.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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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크루즈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준비하는 일본
■ 일본은 2016년 크루즈관광객 199만 명을 달성했다.a) b)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수가 199.2만 명(전년대비 78.5%), 기항횟
수는 2,018회(38.8%)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2016년 3월 수립한 ‘일본 관광비전’의 2020
년 크루즈관광객 유치 목표 500만 명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1)
- 일본은 유치목표 실현을 위하여 크루즈터미널 정비, 크루즈 활성화 협의회 운영, 해외 홍보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2)

그림1. 한국과 일본의 크루즈 기항 현황 비교

출처: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14672(2017.2.5. 검색),
www.mlit.go.jp/common/001158874.pdf(2017.2.5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1) 일본 크루즈 입국 통계는 크루즈 선박 1척이 일본 내 복수기항하더라도 외국인승객 1명이 입국한 것으로 산정한다.(출처
: http://www.mlit.go.jp/common/001158874.pdf, 2017. 2. 5. 검색)
2) 크루즈 활성화 정책의 개요는 크루즈항만 수용력 개선(‘거절 0’ 실현, 2017년까지 7만톤급 크루즈 기항지 84개로 확대),
국제크루즈 거점 형성(크루즈 여객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 기항지 확대(120개 지자체로 구성된 크루즈 활성화 협의
회 구축)이다.(출처: www.mlit.go.jp/common/001148444.pdf, 2017. 2.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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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거점항구 지정사업에 따라 6개항이 선정되었다.c) d)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관 연계를 통한 크루즈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본 내 6개 국제크루즈
항만을 대상으로 민간 크루즈선사를 유치했다.
- 일본 거점 크루즈항만 지정사업은 국토교통성이 2016년 9월 발표한 ‘민관 제휴에 의한 국제
크루즈 거점 형성 계획서’에 따라 공모 및 최종평가를 거쳐 6개항이 선정되었다.
- 지역별로는 요코하마항, 시즈미항, 사세보항 등 6곳이며 카니발크루즈, 로열캐리비안, 겐팅
홍콩 및 유센크루즈사(일본 국적 크루즈선사인 아스카Ⅱ 운항) 등 4개 선사가 선정되었다.
- 민간 크루즈선사들에게는 크루즈부두 우선 사용권(최소 10년간 크루즈 선석 이용 예약우선권
부여)과 터미널 내 공공시설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2. 일본 크루즈거점항구 지정 현황

출처 : http://www.mlit.go.jp/common/001170548.pdf(2017. 2. 9. 검색)
출처 : http://www.cruise-mag.com/news.php?obj=20170201_05(2017. 2. 9. 검색)

■ 일본은 아세안지역 크루즈관광 홍보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e)
- 일본은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SEAN-Japan Cruise promotion Strategy’에
따라 일본 크루즈관광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했다.3)

3) 아세안-일본 크루즈 홍보 전략 : 제12회 아세안-일본 교통장관회의(2014년)에 따라 승인된 5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일
본 국적 크루즈선사 홍보를 통한 아세안지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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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일본 아세안 크루즈홍보 세미나

출처 : http://www.mlit.go.jp/common/001170155.pdf(2017. 2. 16. 검색)

-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한 이번 홍보행사의 목적은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방일 외국인 여행
자수 확대에 있으며 싱가포르(140개 여행사 참가)와 태국(30개 여행사 참가)에서 개최되었다.
- 일본은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크루즈 세미나를 통하여 일본 국적선사에 대한 홍보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유치를 통한 크루즈 관광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홍장원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참고자료

a) http://www.mlit.go.jp/common/001158874.pdf(2017. 2. 5. 검색)
b) http://www.mlit.go.jp/common/001148444.pdf(2017. 2. 5. 검색
c) http://www.mlit.go.jp/common/001170548.pdf(2017. 2. 9. 검색)
d) http://www.cruise-mag.com/news.php?obj=20170201_05(2017. 2. 9. 검색)
e) http://www.mlit.go.jp/common/001170155.pdf(2017. 2.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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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조사 두 배 이상 증액 등
2017년 해양 예산(안) 5,541억 엔 편성
■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a)
-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행정을 조정하고
종합적 관리를 전담할 상설 기구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다.
-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사무국은 내각관방 내 설치되어 있는데,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본의
해양 관련 업무와 예산을 해양기본법에 따라 체계화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조직

출처 : 김경신,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과 함의’, 2013년도 한국항해항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일본은 각 부처 사업 중심이 아닌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 관점에서 해양 관련
사업과 예산 구조를 체계화하고 있다.
- 일본의 해양 관련 정부 예산은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방위성, 환경성, 외무성 등 10여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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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양정책본부는 개별 부처의 해양 관련 사업과 예산을 해양기본법과 해양기본계획에서
정한 ‘해양의 종합적 이용 차원’ 방침에 따라 체계화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하는 해양 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해양의 관점에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 일본의 2017년 해양 분야 정부 예산(안) 규모는 5, 541억 엔에 이른다.b)
- 올 1월에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일본의 해양 예산(안) 규모는 방위성을 제외
하고 5,541억 엔에 이른다. 2016년 5,410억 엔에 비해 130억 엔(2.4%)이 증액되었다.
- 부처별로는 국토교통성이 2,907억 엔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수산성 1,572억 엔, 경제산업성
448억 엔 순이다.
- 2017년 정부의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표 1. 일본 부처별 해양 예산 규모

(단위 : 억 엔)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비율, %)

내각부(종합해양정책본부)

52

1

△51(△4,796.8%)

총무성

4

4

-

외무성

4

5

▽1(▽13.0%)

문부과학성

438

451

▽13(▽2.9%)

농림수산성

1,572

1,678

▽106(▽6.3%)

경제산업성

448

523

▽75(▽14.3%)

국토교통성

2,907

2,586

△322(△12.4%)

환경성

115

163

▽48(▽29.4%)

합계

5,541

5,410

△130(△2.4%)

출처 :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sisaku/gaiyou_h29an.pdf(2017. 2 10. 검색)

■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별 해양 사업과 예산을 해양의 기능에 따라 12
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b)
- 일본은 각 부처별 해양 관련 사업과 예산을 해양의 기능을 고려하여 해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과 예산을 분류하고 있다.
- 중점 추진과제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배타적 경제수역 등 개발 추진, 해
상수송 확보, 해양조사 추진,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등 12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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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조사에 관한 예산이 2016년 15억 엔에서 2017년 35억 엔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소말리아·아덴 항 등 해적 대책 예산은 2016년 41억 엔에서 2017년
52억 엔으로 11억 엔 증액됐다.
표 2. 일본 주요 중점 추진과제 및 예산
중점 추진과제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배타적 경제수역 등 개발 추진

사업 및 예산
∙ 해양광물자원 기초조사 등(113억 엔)
∙ 해상풍력 등 실용화 기술개발‧실증 연구 등(117억 엔)
∙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25억 엔)
∙ 기후 변동 관측․감시․대책 수립(11억 엔)
∙ 배타적 경제수역 어장 정비(27억 엔)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조사(35억 엔)

해상수송 확보

∙ 선원 확보‧육성 종합대책 추진 등(77억 엔)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 심화 및 가속(766억 엔)

해양안전 확보

∙ 해상보안체제 강화(222억 엔)
∙ 지진 방재 연구 전략 프로젝트(7억 엔)

해양조사 추진

∙ 해양 정보 수집․관리․제공 사업 추진(1억 엔)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 해저 광역 변동 관측(121억 엔)
∙ 종합 해양 관측망 구축(31억 엔)

해양산업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

∙ 어업경영안정화 및 어업구조 개혁 추진(188억 엔)
∙ 선박 건조․운항 관련 생산성 향상(5억 엔)

연안역 통합 관리
도서 보전 등
국제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해양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인재
육성

∙ 해안 표착물 등 지역 대책 추진사업(4억 엔)
∙ 폐쇄성 해역의 연안관리 추진(3억 엔)
∙ 특정 유인 국경도서의 지역 사회 유지(50.4억 엔)
∙ 특정 도서 활동 거점 정비․관리(108억 엔)
∙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1.1억 엔)
∙ 해적대책‧안전 확보 관련 국제협력(52억 엔)
∙ 해양개발 인재 육성(2억 엔)
∙ 해사·수산분야 인재 육성(15억 엔)

출처 :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sisaku/gaiyou_h29an.pdf(2017. 2 10. 검색)의 내용을 표로 요
약하여 정리

김경신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kskim@kmi.re.kr/051-797-4714)

참고자료

a) 김경신,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과 함의’, 2013년도 한국항해항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b)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sisaku/gaiyou_h29an.pdf(2017. 02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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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오염대책
- 마이크로비즈 사용 제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시민계몽
■ 일본,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a) b)
- 2016년에 발표된 미세플라스틱 분포조사에 따르면 일본 주변 해역은 1㎢ 당 172만개의 미
세플라스틱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역 평균치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다.a)
- 수산동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동경만 서식 멸치의 경우, 조사
대상 64마리 중 77%에 해당하는 49마리에서 세안제로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를 비롯한 플라스틱 파편, 화학섬유 조각, 레진 펠렛 등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b)
그림1. 일본 주변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

자료 : Atsuhiko Isobe et al.(2015), pp. 621.

-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를 토대로 일본 환경성은 마이크로비즈 등 인위적으로 작
게 제조한 제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s)과 풍화에 의해 작게 부서진 제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s)을 구분하여 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제1차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는 마이크로비즈 사용 억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본래 사용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게 제조된 제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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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화장품, 세안제, 치약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비즈, 기계의 페인트나 녹을 제거하기 위
한 아크릴(acryli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원료의 공기 분사제품 등이 있다.
- 일본은 이중 전 세계적으로 규제 추세에 있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억
제하기 위하여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1,100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6년 3월에 자율
규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는 세정용품 중 마이크로비즈 제품 생산·판매 규제(2018년) 예정
인 미국, 판매 금지 예정(2018년)인 프랑스 등에 비해 다소 약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2018년 7월부터는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 제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는 미세화 전(前)단계에서의 회수가 효과적이다.c)
- 사용 및 제조를 억제하는 제1차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 환경 속에서 파쇄·세분화되어 발생
하는 제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s)은 미세화 전(前)단계에서의 회수가 효
과적인 관리정책이 된다.
- 일본 정부는 “해안 표착물 처리추진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 혹은 시읍면에서 실
시하는 해양쓰레기 회수·처리사업 및 발생억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은 사업비의
70~90% 수준이며, 이를 위해 2016년 추경 예산으로 27억 엔을 책정하였다.
- 폐플라스틱 제품의 회수는 이를 사용·배출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환경의식이 중요하기에
일본 정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학술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동경도(東京都) 환경국이 2015년
11월에 실시한 심포지엄에는 지역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도민, NPO, 행정 관계자
등 약 190 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확인할 수 있다.c)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참고자료

a) Isobe, A. et al., 2015, East Asian seas: A hot spot of pelagic microplastics, Mari
ne Pollution Bulletin, Volume 101, Issue 2, Pages 618–623.
b) http://www.tokyo-np.co.jp/article/national/list/201604/CK2016040902000231.html(2
017. 02. 20. 검색)
c) https://www.kankyo.metro.tokyo.jp/resource/general_waste/20151106umigomi.html
(2017. 02.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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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통신(Broadband Telecommunication)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
■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 AEC)는 북극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
한 첫번째 사업으로 북극 광대역 통신 채널 구축을 채택했다.a)
- 북극경제이사회는 ‘17년 1월 22-27일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에서 북극의 통신연결 현황을 밝힌 보고서, “북극 광대역 통신, 북극의 연결성 제
고를 위한 권고사항 (Arctic Broadband, Recommendations for an Interconnected
Arctic)”을 발표했다.
- 동 보고서는 광대역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극 인프라 구축의 난점으로 제기
되는 북극의 지역, 사회적 특성을 재확인 했으며,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북극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게 세제혜
택을 제공하고 유연한 허가시스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 현재 북극에서는 퀸틸리언(Quintillion) 사, 누티비크 통신(Nutivik Communication) 사를 중
심으로 북극 연결망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두 기업은 해저광학섬유케이블 설치 및
현 광대역 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북극권 내의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과 북극권과
타 국가와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다.

■ 북극경제이사회를 중심으로 북극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 메커니
즘 구축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b)
- 북극경제이사회의 거버넌스 위원회(Governance Committee：GC) 회의가 2월 7-8일 동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 북극 이사회 8개국의 대표단과 상시참여자 그룹, 북극권 국가의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의 주요현안은 북극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메커니즘 조성이다. 특히
해운 및 통신 인프라 투자를 통한 북극과 비북극권의 연결성 강화를 강조하며 북극 개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전략이 논의의 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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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 통신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및 인적 개발의 열쇠가 될 수 있다.c) d)
- 북극경제이사회의 통신인프라작업반(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 북극의 경제성장, 보건 증진, 과학연구 활
성화, 치안 유지와 같은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신규 인프라 구축이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녹생성장의 주요
요소로 꼽히고 있다. APEC의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광대역 통신 서비스(Broadband
Universal Service：BUS)는 e-헬스, 원격재택근무, 개선된 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제공함
으로써 인적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통신환경 개선은 비즈니스 혁신 및 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

표1. 북극 8개국의 광대역 통신 인프라 정책
국가

주요기관

정책목표

캐나다

ISED
CRTC

모든 캐나다 국민이 1.5-5 Mbit/s 이상의 속도로 다운로드 및 1
Mbit/s 이상의 속도로 업로드 가능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구축

덴마크

비즈니스
&성장부

2020년 까지 덴마크의 전 가정 및 기업에 100Mbit/s 속도의 광
대역 서비스 제공

핀란드

교통통신부

2Mbit/s의 BUS를 구축, 2021년 까지 10Mbit/s 서비스 제공
* 핀란드는 광대역 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법률적 기본권으로 간주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교통부

2020년 까지 노르웨이 가정 90%에 100Mbit/s광대역 서비스
제공, 장기적으로 전 가정에 동 서비스를 제공

러시아

통신
&매스미디어부

2018년 까지 러시아 가정의 80%에 100Mbit/s의 광대역 서비
스를 제공, 2020년까지 95%의 가정에 동 서비스를 제공

스웨덴

기업, 에너지
&통신부

2020년 까지 스웨덴 가정 및 기업의 90%에 100 Mbit/s의 광
대역 서비스를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에 수립된 국가광대역통신정책(National Broadband Plan)
에 따라 미국 전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특히 알래스카 주 광
대역 통신 태스크 포스(Statewide Broadband Task Force)는
2020년 까지 알래스카 주민 전체에 100Mbit/s의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

미국

아이슬란드의 통신업체는 대략 40Mbit/s에서 500Mbit/s에
이르는 속도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중

출처: AEC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Arctic Broadband, Recommendations for an
Interconnected Arctic, Winter 2016, pp. 6-7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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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인프라 구축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
- 그러나 북극의 험준한 환경, 빈약한 소비자층으로 인해 북극 광대역 인프라 구축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광대역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가 금
융, 교육, 보건과 같은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광대역 서비스 제
공으로 인한 즉각적인 고용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 북극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항로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참여를 통한 인프라 투자 메커니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 금지 조치로 인해 투자 침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극이 가지
는 이와 같은 지역적, 사회적 난점으로 인해 민관협력을 장려하는 국제적, 지역적 정책이 향
후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영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www.nunatsiaqonline.ca/stories/article/65674arctic_nations_call_on_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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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 신규 유전 개발로 2016년 산유량 큰 폭 증가
■ 러시아 주요 유전개발지역의 산유량이 17% 이상 증가하였다.a)
- 2016년 러시아 주요 유전개발지역인 야말-네네츠 자치구(약2,687만톤), 네네츠 자치구(약1,570
만톤) 및 코미 공화국1)(약1,510만톤)의 전체 산유량은 약 5,767만톤으로 전년대비 17% 이
상 증가하였다.
표1. 러시아 북극 주요 유전개발지역 2016년 전년대비 산유량 증가율
No.

주요 유전개발지역

산유량

전년대비 증가율

1

야말-네네츠 자치구

2,687만톤

+29.9%

2

네네츠 자치구

1,570만톤

+7.4%

3

코미 공화국

1,510만톤

+1.4%

출처: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17/02/big-growth-russian-arctic-oil
(2017.2.9. 검색)

■ 신규 유전 개발이 산유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b) c)
- 네네츠 자치구와 그 인접 지역은 프리라즈롬노예(Prirazlomnoye) 유전의 높은 생산량에 힘입
어 전년대비 7.4% 증가한 약1,570만 톤의 원유 생산량을 기록했다. 코미 공화국은 3곳의
북극 원유 생산지 가운데 유일한 석유정제공장이 있는 곳으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510만톤을 나타냈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원유 생산량은 약2,687만톤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야말-네네츠 지역으로 2015년 약
2,100만톤에서 2016년 약2,687톤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29.9%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 야말-네네츠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은 지역의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노바텍
(Novatek)과 가스프롬네프티(Gazprom Neft)의 ‘야루데이스코예(Yarudeyskoye)’유전 및
‘노포포르토프스코예(Novoportovskoye)’유전, 가스프롬네프티(Gazprom Neft)와 로스트네프티
(Rosneft)가 9월부터 공동으로 생산을 시작한 ‘동메소야흐스꼬예(East Messoyakha)’유전2)
이 산유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야말-네네츠 자치구(Yamal-Nenets Autonomous Okrug), 네네츠 자치구(Nenets Autonomous Okrug), 코미 공화국
(Komi Republic)
2) 4억 7천만 톤 이상의 추출 가능한 원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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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세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 가스프롬(Gazprom)과 노바텍(Novatek)의 주요 투자 지역인 야말 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최
대 가스전이 있는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천연 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093
억 입방미터를 기록했다. 코미 공화국의 가스 생산량은 37억 입방미터로 전년대비 5.6% 증
가하였고, 네네츠 자치구는 30만 4,400 입방미터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 러시아 에너지부(Russian Ministry of Energy)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5,550억 입방미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OPEC 감산 합의에 따라, 2017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러시아의 산유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금년에는 OPEC의 원유 생산 감산조치에 동참
하여 하루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수입 감소를 무릅쓰고서 원유 감산을 어느 수준까지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국제유가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김지영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iyeong111@kmi.re.kr/051-797-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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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류 오염사고,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확산

■ 인도 첸나이(Chennai) 부근에서 유조선이 충돌, 석유가 유출됐다.a)
- 2017년 1월 28일 오전 3시 인도 첸나이 카마라자르(Kamarajar) 항구를 출항한 영국 선박
‘메이플호(M.T. BW Maple)’와 인도 선박 ‘칸치푸람호(Dawn Kanchipuram)’가 충돌하면서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 유조선 충돌 후 유출된 석유는 2월 2일 사건 현장에서 약 30km 반경으로 확산되었으며, 2
월 3일 약 35km, 2월 5일 약 43km 반경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 인도 정부 당국은 사건 초기 약 1톤의 석유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후 20톤
으로 번복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유출량이 약 1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인도해양정보센터(Ind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Information
Services : INCOIS)의 추후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약 60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인도 첸나이 기름 유출 과정

출처:http://www.hindustantimes.com/interactives/chennai-oil-spill-collision-cover-up/(2017.2.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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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석유 유출을 더욱 확산시켰다.a) b)
- 본 사건에 대해 옵서버 리서치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ORF)의 해양정책
책임자 아브히지트(Abhijit Singh)는 인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고 방제작업을 서두
르다 큰 실수를 하였다고 진단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석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30분 안에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언
론보도에 따르면 인도 해안경비대는 유출 사고에 대해 6시 15분에 통보 받았으며, 사건 발
생 약 3시간 후인 오전 7시경에 방제작업을 시작하였다.
- 해안에 유출된 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러지(sludge)를 형성하며 갈색 덩어리로 산화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최대한 빨리 항구로 예인해야 하지만 인도 당국은 좌초된 선박
을 찾는데 약 3일을 소요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였다.
- 초기대응 실패 후에도 인도 정부 당국의 대처능력은 개선되지 않아 방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
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해안가로 밀려온 슬러지를 양동이 등을 이용
하여 수작업으로 직접 제거하고 있다.

그림2. 슬러지 제거 현장

출처: http://thediplomat.com/2017/02/the-great-chennai-oil-spill-clean-up/?img=4#postImage(2017.2.20. 검색)

■ 첸나이 연안에서 향후 심각한 환경오염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a) c)
-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첸나이를 기반으로 한 인도 어민 조합(Indian Fishermen's
Association) 조합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첸나이 연안의 약 10만 명의 어민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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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첸나이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olive ridley sea turtles)’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IUCN)에서 선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유출된 석유는 분산되어 기름방울을 형
성, 플랑크톤에 남아 수년간 첸나이 연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후 법적 책임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a) b) d)
- 모든 항구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도선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플호의 선장인 사하데반(Sahadevan)
은 도선사 대신 직접 배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건 발생 전 카마라자르항의 책임자는 메이플호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오전 3시
24분 메이플호에 충돌 위험을 알렸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20분간 항해하였으며, 결국 칸
치푸람호와 충돌하였다.
- 향후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도 각 부처 간 상당한 이견을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도 중앙
정부는 방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약 90% 이상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해안
경비대는 추가적인 방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확한
유출량 확인 후 추가적인 대응책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Funds) 회원국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선주책임제한제도에 의한
배상액 보다 큰 경우 차액 중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박 운항 시
각 선박들의 해상법 준수 및 업무상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
고, 피해액 산정에 따른 보상 절차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혜수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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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미 트럼프 행정부 내, 남중국해 분쟁해결 이견

■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남중국해 관련 강경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a) b)
- 지난 달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를 통하여 중국 남중국해의 인
공섬 건설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비유하며, 인공섬 건설을 막을 것이라
고 발언하였다. 또한 7개의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봉쇄가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또한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Sean Spicer)는 첫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국제영토(남중국해
의 섬들)가 중국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Steve Bannon)은 2월 2일 브레이트바트(자신이 2016년
3월에 창립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스티븐 배넌은 이 라디오를 통하여 중국이
인공섬 건설, 항공모함과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얼굴 앞까지 다가오는 위
협이라고 경고하였다.

■ 한편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는 남중국해 분쟁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강조하였다.c)
-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렉스 틸러슨, 숀 스파이서, 스티븐 배넌의 강경발언 후
에 이루어졌다. 매티스 장관은 2월 4일 방일 중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신
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하며, 항해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국제법 원칙이며, 모든
국가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의 군사적 입장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시점에서 극적인 군사적 움직임은 불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 매티스 장관의 외교적 해결 방법 촉구에 중국 측도 동의의 뜻을 밝혔다.d) e)
- 중국 외교부 루캉(Lu Kang)대변인은 2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들 간의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교섭과 협상에 의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중국
해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움직임은 모든 지역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
인접 국가들이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40 |

■ 분쟁의 외교적 해결 촉구의 목소리가 양국 간 긴장완화에 즉각적 효과를 낼 것이라
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f) g)
- 미-중 전쟁을 언급한 스티븐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추적 역할
을 하는 백악관 인물이다. 그는 스파이서나 틸러슨의 남중국해에서의 강경발언들이 구현되도
록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또한 최근 미국 해군 및 태평양 사령부 고위급 인사들은 남중국해 인공섬 근처에서 칼빈슨
(Carl Vinson) 항공모함 전단이 중심이 되어 항해의 자유(FONOPS)작전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 하고자 한다.
- 중국 외교부 겅솽(Geng Shuang)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항해의 자유 작전
과 칼빈슨 항모 파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재확인 하였
다. 또한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항해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중국을 인공섬에서 철수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인공섬 건설
활동과 군사화를 막음으로써 남중국해 인접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
였다.
- 이러한 미국의 남중국해의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원하
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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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43
6263.shtml(2017.2.21.검색)
e)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outhchinasea-china-idUSKBN15L0ZS(2017.2.21.검색)
f)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43
8808.shtml(2017.2.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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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재심 청구

■ 말레이시아는 2008년 패소했던 도서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a)
- 2017년 2월 3일 말레이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에서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 지난 2008년 판결에서 ICJ는 3개 해양지형(maritime feature)에 대한 영토주권을 판결하면
서,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는 싱가포르에게, 미들락스(Middle Rocks)는 말레이시에
게 영토주권을 인정하였고, 간조노출지인 사우스 렛지(South Ledge)는 영해 경계획정에 따
라 그 주권 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절충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양국의 영토분쟁의 주된 대상이 페드라 브랑카 섬이었고,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비해 풍부
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페드라 브랑카의 주권을 싱가포르에게 인정한
ICJ의 판결은 말레이시아 측의 패소판결로 평가되었다.

그림1. 페드라 브랑카 등 분쟁도서 위치

출처: http://www.channelnewsasia.com (2017.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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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ICJ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판결 당시 알지 못했던 결정적
요소가 될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b) c)
- 2008년 ICJ의 판결 직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추가 발굴
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약 9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새로운 증거
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1월 30일 사이에 영국의 기록보관소에서 1958
년 싱가포르 식민지 당국의 내부 서신, 1958년 영국 해군이 제출한 사건 보고서, 1960년대
부터 실시한 해군 작전 지도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 증거들에 따르면 영국 식민지 당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가 싱가포르의 영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
장하였다.
※ ICJ규정 제61조 제1항: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
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

■ ICJ의 재심청구 사건에서 원 판결이 번복된 경우는 없었지만,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 사건은 영토분쟁 판결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지속적
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를 제외하면 ICJ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은 총 3건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1건,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1건, 제노사이
드 조약 관련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1건)이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ICJ의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두 번째 재심청구이지만, 영토분쟁에
관하여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사건은 향후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희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whkim14@kmi.re.kr/051-79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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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양 경관에 대한 관심 증가
■ 연안·해양 경관에 대한 높은 관심에 호응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a)
-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해안·내륙권 발전 시범사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근거)의 상당수는 연안·해양경관 관련 사업인데 2016년까지 완료한 67개 사업 중에
서 해안경관 관련 사업이 22개(583.6억원)a)에 이른다. 이 외에 지방정부, 민간 등에서도 연
안·해양에 분포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연안·해양경관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육상과 다른 특성을 지닌 연안·해
양경관에 관한 정책이 미흡하여 난개발에 따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와 같이 긴 해안선을 가진 영국은 육상 경관에서 연안·해양 경관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b) c)
- 우리나라와 같이 긴 해안선을 가진 영국은 해양·연안접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2009)과 해양정책지침(Marine Policy Statement) 제정을 계기로, 육상경관 관리정책
에서 연안·해양경관 관리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림1. 연안·해양경관 모식도

출처 : Natural England(2012), An Approach to Seascape Character Assessmen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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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연안·해양경관 관리도 주로 육상에 적용되는 경관특성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2002)에 근거하였으나 2012년에 연안·해양경관 특성평가(Seascape Character
Assessment)가 시행되면서 연안·해양경관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연안·해양경관 특성평
가는 저조선에서 바다 방향에 해당하는 공간에 적용되며 조간대는 연안·해양경관 특성평가와
경관특성평가가 모두 적용된다.b)
- 연안·해양경관 특성평가에서 연안·해양경관은 “사람이 인식하는 바다, 해안, 토지 등의 공간
과 바다와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인위적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특성”으로 정의되
는데 해변, 지형, 공기, 조석 등과 같은 자연경관, 시각, 냄새, 기억 등과 같은 지각·심미적
경관, 등대, 어업, 레저, 풍력 등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경관도 포함하고 있다.
- 연안·해양경관 특성평가 결과는 다양한 연안·해양경관 관리, 계획 수립, 보호사업 등을 추진
하는데 활용되는데 최근 수립 중인 영국 해양공간계획(Marine Plan)에도 활용되고 있다.c)

그림2. 영국 남부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해양경관 특성평가 예시

출처 : MMO (2014). South Marine Plan Technical Annex – Draft for consultation, p. 121.

■ 최근 경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d)
-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경관가치와 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국
토경관헌장을 제정하여,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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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토론회에서 공개한 국토경관헌장(안)은 육상에 해당하는 백두대간, 산, 강과 함께 바다,
섬 등 연안·해양공간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위에 축적된 역사문화경관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또한 국토경관을 가꾸기 위한 5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표1.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우리가(온 국민이)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또는,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대한민국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모든 국민은 국토경관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토경관을 지키고 가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은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가 함께 보고 즐기는 다양한 경관은 소속감과 연대감의 근간이다. 그 토대 위에 여러 시대의 삶의 결들이
쌓여 우리의 역사문화경관을 만든다.
우리는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로 인해 고유한 국토경관을 훼손한 점을 반성하고, 과거로부터 이어
져 내려온 소중한 공적자산인 국토경관을 잘 누리면서 올바르게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토
경관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통해서 국민
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모두가 국토경관의 주체이며 국토경관이 역사적, 문화적 공적자산임을 늘 생각한다.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
바람직한 국토경관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국토경관 자원을 발굴한다.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을 대비하고 국토경관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국토경관의 다양한 가치가 미래자산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전하고 관리한다.

우리는 이상에서 밝힌 국토경관의 가치와 우리의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는 행복을, 후손에게는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을 위해 노력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2. 22) “한국적 경관가치 미래상 국민과 함께 결정한다”

■ 연안·해양경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연안·해양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인 연안·해양경관이 최근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해양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국 연안·해양경
관 관리 사례처럼 육상경관 관리정책에서 연안·해양경관 관리정책을 분리하여 우리나라만의
연안·해양경관에 대한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지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hjung@kmi.re.kr/051-797-4718)

참고자료

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9. 29) “해안·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성과결과 발표”
b) Natural England, 2012, An Approach to Seascape Character Assessment.
c) MMO, 2014. South Marine Plan Technical Annex – Draft for consultation,
d)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2. 22) “한국적 경관가치 미래상 국민과 함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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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성장하는 양식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커

■ 양식산업이 성장하면 경제적 영향력도 커진다.a)
-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양식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다. 연구결과 미국
의 메인주에서도 양식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 주 양식연구소(Maine Aquaculture Research Institute)와 메인 양식산업
혁신센터(Maine Aquaculture Innovation Centre), 메인 양식산업협회(Maine Aquaculture
Association)가 공동으로 메인주의 양식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최근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메인주에서 양식업 매출액 및 고
용효과를 고려한 총 경제적 효과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7천 3백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인주는 2014년 한 해에만 양식 산업을 통해 7천 3백만 달러의 판매수
입을 달성하였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인주는 양신산업으로 1,07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풀타임 근로
자의 비율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인주의 양식업자들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73%는 2020년까지 판매 수익이 51% 증
가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중국 양식산업의 수익률은 타분야 보다 월등히 높다.b)
- 중국의 주요 수산 기업이 대안적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 양식 부문
은 매우 놀랄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 양식업 및 수산가공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산동호메이양식발전(Shandong Homay Aquaculture
Development Co.)은 최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삼양식에 투자를 하였다. 산동호메이사
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양식부문의 수익률이 수산업 가공 및 기타 수산부문의 수익률 보다
훨씬 높다. 산동호메이社는 2016년 상반기에 양식업을 통해 3천 4백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
했으며 이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산동호메이社 양식부문의 수익
률은 무려 40%에 달했다. 반면 가공부문의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47%에 달하고 있
지만, 수익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틸라피아 수출회사인 ㈜바이양투자(Baiyang Investment Co.)은 양식업에서 15.7%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양식부문은 사료부문(12.6%) 및 가공부문(8.7%)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바이양은 최근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양식 수산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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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및 해조류를 통해서 건강 및 미용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사업부 또한 11%
의 상당한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바이양은 수산 부산물 사업 부문이 소비자의 수요 확대
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존코社(ST Zoneco) 또한 양식 부분에서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존코社는
2016년 상반기에 양식 사업을 통해서 32.4%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수산물 무역을 통해
서는 6.2%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 성장하는 양식산업, ICT 기술융합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산업화가 필요하다.c)
-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은 어선어업의 생산량 정체 속에 양식업이 연평균 6.5%씩 성장하면서
세계 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전세계의 어업 및 양식업의 생산량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어업은 2000년 이후 제로 성장을 이거가고 있으나, 양식업은 2000년 대비 생산량이 2.4배
증가하였다.
표1. 전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톤, %, 배)

2000년 대비
1980

1990

2000

2010

2014

어선
어업

68.3

86.0

94.8

90.2

양식업

7.3

16.8

41.7

합계

75.6

102.9

136.5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배수

94.6

-0.1

0.0

1.0

78.0

101.1

142.4

6.5

2.4

168.2

195.8

43.5

2.6

1.4

출처 : FAO Fishstat

표2. 전세계 양식업 생산금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배)

2000년 대비

양식업

1984

1990

2000

2010

2014

11.1

26.7

51.1

125.7

166.0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배수

225.1

7.2

3.3

출처 : FAO Fishstat

- 전세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는 2014년 약 1천 7백억 달러로 2000년 대비 3.3배 증가하였
으며, 연평균 7.2%씩 성장하였다. 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측면에서 모두 양식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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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의 통계자료와 중국 양식산업의 사례와 같이 양식산업은 성장률과 수익률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또한 메인주의 연구결과와 같이 양식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고용 등
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촌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
라서 양식산업에 ICT기술 융복합을 촉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식 산업에 4차 산업 혁
명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양식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다.
정수빈 수산연구본부 양식산업연구실 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546)

참고자료

a) https://phys.org/news/2017-01-aquaculture-economic-impact.html#jCp(2017.2.13.
검색)
b) http://www.seafoodsource.com/commentary/aquaculture-still-profitable-in-china-s
urprising-many(2017.2.16. 검색)
c) FAO Fish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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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양식업, 규제 강화가 기술 개발 이끌어

■ 세계 시장, 양식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a)b)c)d)
- 프랑스계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와 이탈리아 슈퍼마켓 체인 에셀룽가(Esselunga)는
양식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근거로 팡가시우스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 지역의 학교에서도 급식에 사용되는 팡가시우스를 블루
피시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 베트남의 양식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팡가시우스는 생산과정에서의 위생 환경 및 환경 부정적
영향에 대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베트남에서는 이번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
발하고 나섰으나 까르푸 등은 지속가능한 양식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임을 인증하는 국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 미 FD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월 새우류의 총수입건수 145건 중 8건
(5.5%)에서 금지된 항생제 잔여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을 거부하였다. 수입 거부된 8건 중
5건이 태국산 새우로 2005년 이후 첫 수입거부 사례이다. 항생제 사용은 식품 안전성은 물
론 양식어장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미쳐 지양되고 있다.
그림1. FDA 항생제 잔여물 검출로 인한 새우 수입 거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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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89807&ndb=1(2017.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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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기술 발전에 따라 양식업의 환경 영향력은 최대 36% 감소 가능하다.e)
- 지난 10년간 양식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 토지 손실, 막대한 담수
사용량, 자연 수산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월드피시(World Fish)는 양식 생
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월드피시는 2011년부터 이집트의 소규모 양식어업인에게 양식경영교육과 9세대 나일 틸라피
아 종묘 보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간 어가 수입이 18,000달러(한화 약 2천만 원) 증가되
었으며 양식 어류의 생육 기간 동안 환경 영향을 최대 3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지속 가능한 원료로 생산된 사료와 수차(水車) 및 생균제를 사용한 수질 개선을 통해 환경적
영향 개선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친환경 저어분 양어용 사료 개발이 진행 중이다.f) g)
- 양어용 사료는 양식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상위 3개의 비용요소이며, 미성어 혼획 등의 문제를
야기해 자원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서는 어분사용을 줄
이는 친환경 저어분 사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 연구팀은 100% 식물성 양식 사료를 개발하여 현재 무지개 송어를
대상으로 시험 중에 있다. 이는 기존 어분(말린 물고기 가루) 중심의 배합사료를 대체할 차세
대 사료로써 콩단백질, 해조류 가루, 지방질, 비타민, 무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다. 헤르단데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개발된 식물성 사료는 어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으며 상업적 측면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 멕시코 나야리트 대학교 연구팀은 잭푸르트 씨앗을 원료로 한 틸라피아 양어용 사료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기존 양어용 사료의 30%를 잭푸르트 사료로 대체한 결과 일반 사료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펄프산업의 부산물인 잭푸르트 씨앗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원가와
어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 스페인, 지속가능한 양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다.h)
- 스페인 안달루시아 농수산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
장관은 지방 정부 공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 개발에 대한 지원 규제 기반 사항을 발표
했다.
- "안달루시아 2014-2020 양식부문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해양수산펀드(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 EMFF) 2014-2020 에서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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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지식 기반 양식산업의 장려
를 목적한다. 특히 자원효율, 순환여과시스템, 수자원 및 화학물질 사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 보조금은 지속가능한 양식을 시행하는 신규 기업, 환경관리-회계감사-생태적 양식의 융합,
양식업 환경 서비스 제공업체, 동물 보건 및 복지 조치 개발 등에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양식산업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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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원양어업국, IUU 어업 근절 노력 강화

■ EU, 원양어업의 어선 등록제 및 어선 활동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한다.a)
-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EEZ 밖에서 조업하는 EU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성, 책임
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EC 규제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선주 및
원양어선의 어획 활동 정보를 등록·공개하는 것이며, 규제 시행 1년 전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현재 EU 원양어선은 다양한 형태의 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양, 태평양, 중앙 아프리카 연
안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EU가 원양어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
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태국, 2017년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위해 노력하고 있다.b)
- 태국은 2015년 4월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예비IUU 지정
해제되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는 IUU 어업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 및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양어선의 관리, 운반선과 전재(轉栽)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태국에 등록된 모든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어선관리시스템센터(Vessel Monitoring System Center)를 조업관리센터(Fishery Monitoring
Center)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또한 태국 왕실 해군은 IUU어업, 인신매매 근절을 주요 업무
로 하는 ‘IUU어업근절센터(Command Center for Combating Illegal Fishing : CCCIF)’
를 설립하였다.
- 한편 대표적인 NGO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 Justice Foundation : EJF)는 지난
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에서 태
국 정부의 IUU 어업 근절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EU의 예비 불법어업
국 지정해제(Green Card)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 IUU 어업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 왕실 해군은 지난 1월 30일부터 서쪽 안다만(Andaman)
6개 지역1) 160여개 어항에서 어선을 조사하여 어획량, 원산지, 위생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게 된다.

1) 푸켓(Phuket), 라농(Ranong), 팡가(Phangnga), 크라비(Krabi), 트랑(Trang), 사툰(Sa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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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원양어업, 지속적인 책임있는 조업국으로 발전 노력 필요하다.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2013년 11월 미국과 EU로부터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
로 지정되었으나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 등 IUU어업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15.2월과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대
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우리나라 IUU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사항
조치사항

주요 내용

법·제도 개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제1차 개정(’14.1.31 시행), 제2차 개정(’15.1.6 공포))
- IUU어업에 대한 제재 및 어선통제시스템 강화
- IUU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POA) 개정

감시·통제·감독
(MCS) 강화

어획증명서 신뢰성
회복
IUU어업에 대한
처벌

-

항만국 검색 강화
전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및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어획량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획량보고 주기 단축(월1회 → 주1회)
IUU 고위험군 어선에 대한 국가검색계획 수립

- 관련 규정 개정
∙ VMS 정보와 조업일지(로그북) 등 교차 검증 실시
∙ 어획증명서 발급 매뉴얼 보급
- 개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및 융자금 회수 등 처벌

교육훈련 강화

- IUU어업 교재 개발 및 어선원 의무교육 과정에 관련 교과목 신설
- ‘IUU어업 방지 홍보 및 지침서’ 리플렛 제작 및 원양업계 배부

국제협력 강화

-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 MOU 체결 및 핫라인 구축

출처: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376&boardKey=10 (2017.02.16. 검색)을 바탕으로 재정리

김세인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sein87@kmi.re.kr / 051-797-4575)

정명화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장
(jmh@kmi.re.kr/ 051-797-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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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가별 입장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가들의 새로운 제안서를 검토
하였다.a)
- 2017년 1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다자간협상 원칙에 근거하여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그룹(ACP), 유럽 연합(EU), 중남미 6 개국(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새로
운 제안서를 검토하였다.
- 이들의 발의안의 공통적인 목표는 생산 및 남획에 기여하는 특정 수산보조금을 금지해야 한
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불법,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IUU) 어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과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예외사항
으로 간주하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수산보조금이 아프리카 불법어업을 유인한다고 보았다.b) c)
- 환경, 해상 및 수산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 카메뉴 벨라(Karmenu Vella) 및 유럽연합
(EU) 교역국장, 세실리아 말스트론(Cecilia Malmstrom)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보조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남획을 유인하는 어선의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보조금과
둘째는 불법어업활동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 어선의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유인하는 중국의 수산보조금
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어업활동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은 2011-2013년 동안 170억 유
로가 지원되었다고 조사되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10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러
시아, 미국 등 주요 수산국가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및 한국에서는 어로어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했으며, 양식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가장 높았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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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수산보조금 규모 비교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일본
(2015)

대한민국
(2014)

러시아
(2015)

중국
(2013)

대만
(2013)

미국
(2013)

잡는어업

1,169

1,525

175

5,469

22

1,546

양식

7

-

91

97

2

-

가공

3

-

12

-

1

-

마케팅

1

-

-

-

-

-

합계

1,180

1,525

278

5,566

25

1,546

출처: Study on the subsidies to the fisheries, aquaculture, and marketing and processing subsectors in
major fishing nations beyond the EU.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6.10

■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그룹(ACP)은 어업 보조금 규제에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d) e)
- 어업 보조금을 규율하는 다자간 규칙은 아프리카 연안 및 섬 국가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다.
- 분석에 따르면, 수산물은 약 4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6 ~ 2.6백만 톤의 어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연안 및 섬 국가들은 자국의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
업보다는 외국과의 어업접근협정을 통해 수출 목적을 위한 어류들이 남획되고 있는 현실이다.
- 연료 보조금과 같은 운영 보조금을 포함한 어선의 과잉능력을 유인하는 보조금(세계 어류 보
조금의 약 60 %를 차지하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해외 어선이 아프리카의 수산자원을 개
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서는 연안 및 섬 아프리카 국가
들이 자국 수산부문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그룹은 2016년 11월 15일 수산보조금에 대
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 중남미 6개국은 IUU 어업을 조장하는 특정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f)
- 중남미 6개국(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와 우루과이)은 2016년 11월
29일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 중남미 6개국은 1) IUU의 원인이 되고, 2) 과잉어획(overfishing)에 영향을 미치고, 3) 과잉
능력(overcapacity)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보조금과 관련된 지원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구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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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금지보조금의 구분 외에도 각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행 시점에 따라 국가별로 A, B,
C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A 유형에 속한 국가는 발효즉시 규율을 이행하고,
B 유형으로 구분된 국가들은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과잉어획과 과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
조금의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고, C 유형의 국가들은 회원국들과의 기술적 지원 협력을
통해 자국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허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윤숙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yoonsukl@kmi.re.kr/051-797-4582)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2/14/wto-members-review-proposals-f
or-addressing-fisheries-subsidies/(2017.2.16.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2/01/eu-urges-ban-on-fishery-subsidie
s-as-study-finds-china-govt-puts-over-e5bnyear-into-fleet/(2017.2.16. 검색)
c) Study on the subsidies to the fisheries, aquaculture, and marketing and processin
g subsectors in major fishing nations beyond the EU. European Commission repo
rt. 2016.10
d) http://www.ictsd.org/bridges-news/bridges-africa/news/the-wto%E2%80%99s-rol
e-in-fisheries-subsidies-and-its-implications-for(2017.2.13. 검색)
e) TN/RL/GEN/182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그룹 제안서) 참고
f) TN/RL/GEN/183 (중남미 6개국 제안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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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어업, 혼획 위험성 우려

■ 세계적으로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 MSC) 인증의 확산 추
세가 이어지고 있다.a) b) c)
- 최근, 러시아 왕게(Red king crab) 어업 및 핀란드 청어(Herring and Sprat) 어업 등이 MSC
인증 절차를 개시하는 등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MSC 인증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30개 국가 306개 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하였고 83개 어업이 인증 절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5년 전 세계 어획 수산물의 약 10%(약 950만 톤)가 MSC 인증 어업을 통해 어
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약 5%였던 것과 비교하여 거의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MSC 인증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의 MSC 어업기준(MSC Fisheries Standard)에
따라야 하며, 신뢰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 3기관의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d)
- MSC 인증은 어업으로 인한 자원·환경적 영향 및 어업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MSC 어
업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의 환경적 영향, 어업관리에
대한 3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28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 PIs)로 구성되
어 있다.
- MCS 인증은 공인된 적합성평가기구(Conformity Assessment Body : CAB)를 통해 인증
받고자 하는 어업의 MSC 어업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데, 평가 절차는 선택적 사
전평가(Pre-assessment), 전체평가(Full assessment), 연례 감사(Annual surveillance
audit), 재평가(Re-assessment)로 구성된다.
- 평가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데이터 및 양륙정보, 이해관계자 인터뷰, 과학적 논문 및 보고
서 등 해당어업의 종합적 정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 이와 같이, MSC 어업기준 설정 및 제 3기관을 통한 독립적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이유는
평가의 신뢰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기 다른 평가기관의 통제 및 평가 절차·내용의 일관
성 및 장기적 지속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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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MSC어업기준 원칙 및 성과지표 체계

출처: MSC, Get certified! Your guide to the MSC fishery assessment process , 2015

■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MCS 인증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e) f)
- 최근, 50여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NGOs)는 서면을 통해 MSC
인증과 관련하여 멸종위기 및 과잉어획의 위험성이 있는 비표적 어종의 혼획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 NGOs는 MSC 어업기준 원칙 2에 따라 관련 어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어종의 자원량
이 생물학적 한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평가 없이
인증이 진행되고 있어, MSC 인증은 받았으나 높은 수준의 혼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NGOs의 조사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MSC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권고하고 있는 어업 중
에서 혼획 비율이 목표 어종의 어획량 보다 많거나 관련 정보가 전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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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NGOs는 혼획 비중이 높은 어업에 대한 인증은 거절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어업은 인
증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MSC 인증이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
록 인증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1. MSC인증(예정) 어업의 혼획 사례
구분

혼획 사례 (NGOs 조사 결과)

캐나다 대서양 황새치
연승어업

-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 및 바다 거북 혼획 수준이 높음
- 매우 높은 혼획율이 예상되고, 심지어 혼획 어종 어획량이 목표 어종 어획
량을 초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MSC 인증을 획득함

남극 크릴 어업

- 남극 크릴에 대한 연간 또는 최근 업데이트 된 자원평가가 부재함
-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관련 데이터 부족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5년 Aker Biomarine社 및 Rimfrost社에서 각각 MSC인증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음

뉴질랜드 오렌지 러피
(orange roughy)
심층 트롤 어업

- 자원량의 지속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획량을 낮추어 보고하거나 어
획물을 투기하는 등 양륙 정보가 부정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은 2016년 12월 MSC인증을 획득함

걸프만
메인 랍스터 어업

- 미국 내에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에 잠재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MSC 인증을 권고함
- 특히 전체 개체 수 450마리로 추정되고 있는 북방긴수염고래 혼획이 우려됨

스페인 북남대서양
황새치 어업

- 주로 청새리상어(Blue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귀상어(Hammerhead
shark), 악상어(Porbeagle), 진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주 목표어종으
로 하고 있으나, 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에서 남획 및 남획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됨

북동부 태평양
황다랑어, 가다랑어
대형 건착망 어업

- 다랑어 어획을 위한 그물 투망 시 돌고래 혼획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AB는 해당 어업의 MSC 인증 지지함
-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와 중서부태평
양수산위원회(Western &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를 포함한 참치 관리 단체는 계획적인 돌고래 어획을 위한 그물 설치를 반
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출처 : http://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50-ngos-critique-msc-over-bycatch
(2017.2.15. 검색)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번역·정리

■ 향후 MSC인증 평가 시 혼획 위험성을 포함한 기준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NGOs에서 제기한 MSC 인증 어업의 혼획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제표
준으로써 인정받아온 MSC 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어업 평가 시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등 인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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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 수산업의 MSC 인증을 통한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어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및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수집·분석과 함께 주요 어업국, 국제기구
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안지은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참고자료

a) https://fisheries.msc.org/en/fisheries/(2017.2.16. 검색)
b) https://www.msc.org/global-impacts/key-facts-about-msc(2017.2.16. 검색)
c) MSC, MSC Global Impacts Report 2016. 2016
d) MSC, Get certified! Your gui de to the MSC fishery assessment process, 2015
e) http://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50-ngos-critiquemsc-over-bycatch(2017.2.15. 검색)
f) http://awionline.org/sites/default/files/uploads/documents/FINAL_letterMSC_19JAN2
017.pdf(2017.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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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어업정책 개정안 통과,
어선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강화될 듯
■ EU는 2015년 12월 발의한 CFP 개정안1)을 통과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
한 어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a)
- 동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 규정 간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특히
기존에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제3국과의 민간조업 계약, 편의치적(reflagging)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 동 개정안은 2017년 2월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8년 2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 동 개정안은 EU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어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
- 새로운 EU 어선 데이터베이스 대상은 양식어선과 참다랑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제
3국에서 조업하는 EU 어선, EU 관할 내 조업하는 제3국 어선, 용선, 국적변경 어선까지 포
함하고 있다.
- 수집 데이터의 범위로는 [표1]과 같이 기존에 수집하던 정보뿐만 아니라 선박식별번호(IMO번
호), 조업 면허권, 제3국 조업시 관련 허가 내용(근거 규정, 입어료 지불 은행 계좌 등), 전자
항행일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의 어선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2)
표1. 기존 EU 시스템(Fleet Register) 등록 정보
구분

세부 내용

행정 사항

어선명, 콜사인 등

선박 정보

선박 길이, 톤 수, 마력, 어구 정보 등

과거 경력

입항지, 출항지, 어선 변경 내역 등

개인 정보

선장 및 선주 이름, 주소 등

출처: http://ec.europa.eu/fisheries/fleet/index.cfm(2017.2.17. 검색)

1) CFP(Common Fisheries Policy)는 EU의 공동어업정책을 의미하며, 동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Proposal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External Fishing Fleets이다.
2) 기존에 운영 중인 “Fleet Register On the NeT” 홈페이지가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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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EU 회원국의 어선 데이터는 단일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통합적이고 실시간으
로 관리될 예정이다.c)
-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EU 위원회에 연간 4회에 걸쳐 보고한 자료를 취합한 형태
였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일괄적으로 어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신규 추가 어선, 탈퇴 어선 등 새로운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당일
EU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하며, EU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에 어선 관련 데이터
를 요청할 수 있다.
- 만약 회원국의 보고 내용이 부정확하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 내용을 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U의 어선 감시 강화체제는 향후 국제적인 불법어업 감시·감독 거버넌스에도 큰 영
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도 어선정보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EU는 동 개정안을 통해 EU 관할 외 해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어선의 편의
치적 행위를 통한 자금 세탁, 탈세 행위 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 기준의 어선 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사항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어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재검토하고 국제적
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참고자료

a)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89736&ndb=1(2017.2.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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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
17)595886(2017.2.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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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수산물 관세 인하를 통해
안정적 공급 물량 확보
■ 중국 정부가 2017년 1월 주요 수입 수산물의 관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의 수입
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a) b)
- 이번 방침은 수입 확대를 통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수산물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자미, 새우 등 주요 어종의 자원 고갈로 생산이 감소한 데 따른 것
이다.
- 품목별 관세는 냉동어류가 10~12%에서 2~6%까지 절반 이상 인하되었고 일부 신선·냉장
바닷가재, 활 왕게 등은 14~15%에서 7~10%로 인하되었다. 특히 냉동어류 가운데 가자미,
청어, 대구 등은 2%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인하폭이 가장 컸다.
- 한편 이번 관세 인하는 어로어업 생산 수산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어, 새우 등 양식 품목
의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이 이번 관세 인하로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a) c)
- 관세 인하 품목은 넙치, 가자미, 다랑어류 등으로 이들 품목 중 다수를 수출하고 있는 캐나
다, 미국, 러시아 등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 특히 2016년 對중국 수산물 수출규모가 6억 3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중국 시장점유율이 높
았던 캐나다는 수출하는 수산물의 4분의 1가량이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캐나다는 중국의 고급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對중국 수산물 수출을 더욱 늘릴
계획이며,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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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물별 상위 수출국 및 관세율a)

HS코드

수산물

상위 수출국

MFN
세율
(%)

2017년
세율
(%)

03033110

냉동 그린란드 넙치

그린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10

5

03033200

냉동 가자미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12

2

03034100

냉동 날개다랑어

캐나다, 대만, 미국

12

6

03034200

냉동 황다랑어

대만, 미국, 모리셔스

12

6

03034400

냉동 눈다랑어

한국, 미크로네시아, 미국

12

6

03034510

대서양 참다랑어(냉동)

터키, 몰타, 모로코

12

6

03034520

태평양 참다랑어(냉동)

호주, 일본, 뉴질랜드

12

6

03034600

남방 참다랑어(냉동)

러시아, 미국, 독일

12

6

03035100

냉동 청어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10

2

03036300

냉동 대구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10

2

03036700

냉동 명태

러시아, 미국, 일본

10

5

03063190

신선·냉장 바닷가재

-

15

10

03063290

신선·냉장 기타 바닷가재

-

15

10

03063399

활 왕게

-

14

7

주 : 상위 수출국은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함
출처 : 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lGgmjqdD3sJI3rU2faxXfXm2A23ojpylutsQI52OKCQ=/1047051
(2017.2.3. 검색)

■ 이번 중국의 관세 인하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관세 인하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황다랑어, 눈다랑어, 대구 등의 수출이 혜택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중 FTA 체결로 예상했던 수출경쟁국들과의 차별화된 관세 인하 혜
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권오민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om5707@kmi.re.kr/051-797-4906)

참고자료

a) 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lGgmjqdD3sJI3rU2faxXfXm2A23ojpyluts
QI52OKCQ=/1047051(2017.2.3. 검색)
b) http://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lowers-tariffs-on-key-im
port-species(2017.2.3. 검색)
c) 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lGgmjqdD3sJI3rU2faxXfXm2A23ojpyluts
QI52OKCQ=/1047466(2017.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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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우 수요 확대로
베트남 국경을 경유한 밀수입 급증
■ 최근 중국 내 새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질병으로 인한 양식 생산 부진으
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a)
- 질병으로 인한 생산 부진과 수입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2015년 중국 내 새우 최다 생산 지
역인 광둥성에서는 양식 업계의 10~20%가 폐업을 하였으며, 2016년 9월 기준 중국의 주요
산지 새우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30~40% 감소하였다.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자국 양식 생산 부진으로 매년 50만~70만 톤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다.

■ 2016년 중국 새우 수입의 약 20%인 27만 톤이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a)b)d)e)
- 중국으로 밀수입된 새우는 5~8%의 관세와 13%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어 정상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도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수출업체는 이를 가공 후 자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보조금(수출액의 13%)까지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
- 밀수입 새우는 베트남산뿐만 아니라 새우 주요 생산국인 에콰도르산, 인도산까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에콰도르산의 20%가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 새우 밀수입은 베트남 북부 하이퐁(Haiphong) 항구에 집결한 컨테이너 선박이 싣고 있는 물
품들이 중국 광둥성과의 접경 지역인 몽카이(Mong Cai)로 운반되어 이루어진다.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밀수입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8년 중반까지 밀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a) c)
-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밀수입 단속에 착수하였는데, 이를 통해 밀수입이
감소하면 중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 새우를 공급하고, 중국 내 가격 불안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역별로 물류업체와 관세사가 유착하면서 밀수입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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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국-베트남 밀수입 경로

1) Google map 이용
출처:https://www.google.co.jp/maps/(2017.2.17. 검색)

■ 중국산 새우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또한 식품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수입 새우가
중국을 통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관리에 주의가 요청된다.
- 2016년 중국산 새우는 9,300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14%를 차지하며, 한-중 FTA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다.
수산연구본부 FTA 이행지원센터 기해경 연구원
(keehk@kmi.re.kr/051-797-4593)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03/china-shrimp-billion-dollar-smuggl
ing-operation-jeopardizes-entire-industry/(2017.2.16.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6/12/02/nine-arrested-in-china-for-allege
dly-smuggling-seafood-worth-millions/(2017.2.16. 검색)
c) http://www.seafoodsource.com/seafood-expo-asia-2015/china-s-gray-channel-cra
ckdown-could-change-the-game-for-seafood-industry/(2017.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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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일 어업공동위원회, 2016년 어기 상호입어 합의

■ 작년 11월말 중국에서 제17회 중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a)
- 1997년 11월 서명, 2000년 6월에 발효된 중일 어업협정은 중국과 일본의 EEZ에 적용되며,
양국은 자국 EEZ의 수산자원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획할당량 및 기타
조업조건을 정하여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 동중국해 중부에 상호입어를 하지 않는 잠정조치수역 및 북위 27도 이남수역을 설정하여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자원보존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 북위 30도 40분 이북의 동중국해 중 동경 124도 45분부터 127도 30분의 수역을 중간수역
으로 설정하여 상대국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수 있다.
- 중일 어업공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하여 양국 EEZ 상호입어 조업조건과 북위 27
도 이남수역의 자원보존에 대해 협의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하며, 잠정조치수역에서 자원관리
조치를 협의․결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제17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림1. 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출처: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attach/pdf/161124-3.pdf(2016. 2. 16. 검색)

70 |

■ 중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6년 어기의 양국 EEZ에 대한 상호입어 및 조업조건을
합의하였다.b)
- 중일 어업협정 발효 당시 양국 EEZ 상호입어 규모는 전통적 조업실적을 감안하여 중국이 많
았지만, 점차 중국의 입어 규모를 줄여 2007년에 양국 모두 등량․등척으로 조정되었다.
- 2016년 어기(2016년 6월~2017년 5월)의 양국 상호입어 규모는 전년 대비 허가척수 및 어
획할당량 각각 8척, 621톤 감소된 허가척수 290척, 어획할당량 8,720톤으로 정해졌다.1)
- 또한 일본 EEZ에서 일본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원활한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 어선의 조
업거리를 3마일로 합의했다.

표1. 중일 EEZ 상호입어 및 잠정조치수역 조업 규모
(단위 척, M/T)

구분
중국
EEZ
상호입어
일본

중국
잠정조치
수역
일본

2013

2014

2015

2016

허가척수

346

300

298

290

어획할당량

9,874

9,441

9,341

8,720

허가척수

346

303

298

290

어획할당량

9,874

9,441

9,341

8,720

조업척수

18,214

17,989

17,500

17,307

어획량 상한

1,703,161

1,685,277

1,662,372

1,644,000

조업척수

800

800

800

800

어획량 상한

109,250

109,250

109,250

109,250

출처: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61124.html(2017. 2. 16. 검색)

■ 이번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에서는 동중국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
화된 것이 특징이다.
- 먼저 일본 EEZ에 중국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입어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잠정조치수역의 중국
측 선망어업의 어획량 상한을 266,000톤으로 새롭게 정했다.
- 그리고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호망어업2)에 대해 지속적인 관
리를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일본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저인망과 오징어채낚기이며, 중국 EEZ에 입어하는 일본어선의 조업실적은 없다.
2) 중국의 호망어업은 선망과 저인망을 결합한 형태로 등선(燈船)으로 어군을 모은 뒤 어획물을 펌프로 빨아올리는 어법으로
어획 강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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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상호입어 협상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와 중국 역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매년 상호입어를 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저인망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입어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 또한 한중 어업협정(제7조)에는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의 보
존조치와 양적인 관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같은 조업척수와 어획
량 상한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현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어선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 불법어업의 출발점
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소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가 있고,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우리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김대영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참고자료

a)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attach/pdf/161124-4.pdf
(2017.2.16. 검색)
b)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61124.html(2017.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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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산업,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혁신

■ 2015년 미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약 7kg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하였다.
- 미국은 다양한 인종, 경기회복에 따라 구매력 증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미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2011년~2015년)
(단위 : person/kg/year)

출처: NOAA,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2015

■ 주로 신선·냉동 수산물을 소비하며 젊은층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a)
- 2010~2015년 미국의 수산물 양육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수산물 양육량
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총 97억 파운드(약 440만 톤)을 기록하였다. 양육되는 주요 어종
으로는 바닷가재(6억 7,920만 달러), 게(6억 7,870만 달러), 새우(4억 8,840만 달러)등 갑
각류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알래스카 명태(33억 파운드), 대서양 청어(menhaden)가 대표적이다.
- 미국인은 주로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소비의 75%를 차지하
였고, 통조림 및 기타 형태가 약 5%를 차지하였다. 그 외 동물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수산물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였다.
- 미국 식사 가이드라인(U.S diet guidelines)은 매주 8~12온스(약 228~330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 왔던 미국인의 육류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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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2.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1985~2015년)

(단위 : 인/kg/년)

출처: https://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statistics-information/(2017. 02. 16. 검색)을
바탕으로 재정리

- 미국의 수산물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례로 비교적 수산물 소비가 적
은 젊은 층에서 스시 및 해초 샐러드를 소비하기 시작하였고,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에서도
다양한 수산물 메뉴를 선보이면서 수산물 소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풀턴수산물도매시장, 전자상거래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 나서다.b)
- 뉴욕 최대의 풀턴수산물도매시장(Fulton Fish Market)은 시카고, 라스베가스, 시애틀, 뉴욕
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신선 수산물을 직접 배송해주는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풀턴수산물도매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어획한 신선한 수산물
또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한다. 둘째, 가
정 또는 레스토랑에서 손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도록 1차 손질을 거쳐서 배송한다. 셋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어, 다
랑어, 굴, 홍합 및 조개류, 바닷가재 및 게류, 새우 및 가리비, 기타 어류 등이다. 넷째, 소비
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 생산
방법(어획, 양식), 영양성분, 요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5
시간 전에 주문할 경우, 당일 레스토랑 및 소비자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
를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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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소비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미국 풀턴수산물도매시장의 노력은 국
내 수산물 시장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동림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donglimlee@kmi.re.kr/051-797-4544)

정명화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장
(jmh@kmi.re.kr/ 051-797-4571)

참고자료

a) http://www.fultonfishmarket.com/(2017.2.7. 검색)
b) http://www.noaa.gov/(2017.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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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PP 탈퇴,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 美 트럼프 대통령, 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다.a)
-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그는 미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TPP
를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었다.
- TPP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베트남, 페루,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
여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버락 오마바 전 미 대
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역부문의 유산이었다.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다국간 협정(TPP)은 국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협정이 언제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 알래스카 수산물 수출산업, TPP 탈퇴에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지다.b)
- 알래스카 해산물 마케팅연구소(이하 ASMI)에서는 TPP가 “알래스카 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
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알래스카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대한 국제 관세는 태평양 교역 대상
국가별로 3~11% 사이로 규정되어있으나, TPP로 인해 즉시철폐 또는 6년에서 11년 사이에
모든 관세가 폐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탈퇴로 인해 그동안 누려온 관세 및 무역장벽 이
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평한 것이다. 또한 ASMI는 이번 TPP 탈퇴가 알래스카 수산업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알래스카의 수산물 수출업자는 이 지역 수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가
져다주는 두 어종인 대구와 연어에 대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가 다시 부활할 것이
라는 것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TPP는 대구 연육과 어란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
의 대구 수입 관세를 4.2%에서 0%로 줄여 지역의 대구 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 수산물 수출업체인 the Freezer Longline Coalition의 관계자는 TPP가 철폐되면서 일본 시
장에서 면세로 들어가는 태국산(불법 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세계 시장에서 알래스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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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수산업계는 행정부가 TPP협정 내 특정 조항을 검토하고,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의 양자 간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미국의 TPP 탈퇴 선언, 국가별로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다.c)
- 미국의 TPP 탈퇴로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국가별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경제학자이자 수산부분 전문가인 Dario Chemerinski는 자국 내 수자원 감소로 원
양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참치부분(통조림)에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태국이 참치 수출 부분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시나리오)을 내놓았다. 이 시
나리오에서는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중국과 태국의 참치 수출 산업은 참치의 최대 소비시
장 중 하나인 일본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 한편, 칠레에서는 미국의 TPP 탈퇴가 오히려 자국의 연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칠레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어 이미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이 해소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PP 탈퇴는 오히려 기존 TPP 내
수출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베트남은 미국으로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새우는 2016년 기준, 전
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수출 품목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지
원사업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산업
발전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무역 질서 개편이 야기한 수산물 교역 흐름(Trade Flow)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d)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여러 국가들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가능성
을 시사했으며, 베트남은 TPP의 대안으로 미·베트남 FTA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미국의 TPP 탈퇴는 수산물 교역에 있어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TPP
를 활용해 미국과의 수산물 교역에서 해택을 보았던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TPP 협정 이외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재진입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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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TPP 탈퇴로 유발될 수산물 교역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발표되는 수산물
수출 전략·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일련의 변화들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에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승원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sw@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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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EPA,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수산물 섭취
최종 권고안 발표
■ 임산부와 유아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산물 섭취 권장 기준이 발표되다.a)
-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국(EPA)이 2017년 1월 18일 임산부 등의 어류 섭
취와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수유모,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로, 62개의 수산물을 “Best Choices(주 2~3회 섭취)”, “Good Choices(주 1회 섭
취)”, “Fish to aviod(피해야 될 수산물)”로 분류하였다. “Best Choices”에는 미국에서 섭취
되는 거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D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50%는 주당 2온스 이하로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어 권
장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FDA는 이번 최종안에서 “수산물 섭취는 임산
부와 유아들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수산물 섭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수은 함유량이 낮은 생선은 일주일에 2~3회 또는 8~12온스(227~340g)를 섭취하는 것이 좋
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수은 수치가 낮은 생선으로는 새우, 명태, 연어, 통조림 참치, 틸라피
아, 메기, 대구 등을 꼽았다. 피해야 될 수산물로는 멕시코만에서 잡힌 옥돔, 상어, 황새치,
청새치, 눈다랑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FDA의 수산물 섭취 권고안

출처: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7922/FDA-Says-90-percent-of-Fish-Species-are-Best-Choice-for
-Pregnant-Women-in-Confusing-Final-Guidance(2017.2.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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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와 EPA, 섭취 제안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다.b)
- 사실 지난 수년간 해로운 양의 수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산부 및 유아의 어류 섭
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해왔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소비자 보호 기관 중 하나인 FDA는 2008
년 12월 13일 심장 건강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어류를 섭취하도록 제언했다.
- 당시 FDA의 보고서(안)에서는 최신 연구에서 어류 중 수은으로 인한 위해가 기존에 생각했
던 것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어류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하더라
도 엄마의 어류 섭취가 태아의 신경발달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EPA는 FDA보고서가 위해분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연구들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자료
를 사용한 모델에서 나온 결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 그러나 FDA와 EPA는 2014년 6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산물 섭취를 더 권장하는 수산물 섭취 권고안(초안)을 발표했다. 이
에 식품업계는 환영했지만,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는 수은 노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교한 메시지 전달이 요구된다.c)
- FDA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소매업자 및 식료품점, 기타 관계자들에게 소비자들
이 언제 어디서든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해당 권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
에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에이전시들은 새로운 권고안을 알리기 위해 공공 및 민
간 파트너와 협력하는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미국 국립 수산 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는 수산물 섭취 관련 최종
지침이 미국 소비자, 특히 임산부에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임산부들이 더 많은 어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메시
지를 전달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예를 들면, 현재 FDA의 Net Effects 보고서는 일주일에 큰 넙치(halibut)의 61온스(1주일
에 15회)를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연어를 포함
하여 몇 가지가 더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정교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가 있다”고 국립 수산 연구소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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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수산물 섭취와 관련한 국내외 논란에 종지부를 찍다.c)d)
-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FDA와 EPA의 수산물 섭취 기준 초안(2014년 6월)이 발표 된
후, 컨슈머리포트에서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참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
다”고 반박(2014년 8월) 하면서 해당문제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몇 차례 임신 여성의 수산물 안전섭취 요령을 통해 품목
별로 수산물 섭취 권장안을 낸 바 있다. 2014년 8월에는 “임산부 등이 영양성을 고려해 참
치 등을 주 1회 100g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2015년 2월에
는 “임산부 등은 고등어, 꽁치, 참치캔 등 수은함량이 낮은 일반어종을 주 400g까지 섭취하
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 이번 FDA와 EPA의 최종 권고안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산물 섭취와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메틸수은 섭취
와 관련한 기준 역시 제시되어 있어, 올바른 수산물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던 수산물의 이미지를 회복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FDA의 수산물 섭취 기준 분류

출처 : https://www.fda.gov/Food/FoodborneIllnessContaminants/Metals/ucm531136.htm(2017.2.17. 검색)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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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에 의한 식품오염,
지속되는 美 FDA 수산식품 반입 거부
■ FDA 식품안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현실로 다가오다.a)
-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의 수산식품 통관 거
부사례는 2015년 대비 약 20%가 증가한 총 1,682건으로 월평균 168건 수준이었다. 2016
년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만새기(Mahi mahi), 새우(Shrimp), 도미(Snapper), 다랑어
(Tuna), 바닷가재(Lobster)순으로 나타났다.a)
- 이는 FDA가 특정 국가 또는 품목을 표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2016
년에 공표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엄격한 검사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FDA 수입식품 거부 발생 건수(2015~2017년)

출처 :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0081/FDA-Seafood-Refusals-Climb-20-percent-in-October
(2017.2.17. 검색)

■ 수입식품 전체 반입 거부 건수,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하다.b)
- 2017년 1월 FDA 수입식품 통관 검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식품에 대한 반입 거부 품목 수
는 최근 2년 대비 감소한 반면 여전히 오물(filth)에 의한 식품 오염이 거부 사례의 주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월 수입식품 반입 거부 품목 수는 총 145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감소하였으
며, 이 가운데 수산식품 거부율은 약 70%로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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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FDA 1월 수산물 거부 발생 건수(2015~2017년)

출처: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9916/FDAs-Monthly-Seafood-Rejections-Down-30-percent
-from-Last-January-with-Filth-Still-Leading-Cause(2017.2.17. 검색)

■ 새우류, 살모넬라균 오염에 따른 선적 거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b)
- 돔의 경우 역시 오물에 의한 식품오염 반입 거부가 대부분으로 2016년 총 70건의 선적 거
부 건수는 올해 1월에 들어 24건으로 감소하였다.
– 새우 총 17개 품목의 선적 거부 건수는 살모넬라균(Salmonella)에 의한 오염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산물 전체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멸치와 오징어는 수입
선적량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FDA가 지난해 급증했던 선적 거부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매해 더욱
엄격한 기준의 통관 검사·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메기목 어류 실사 프로그램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a)
- 2017년 9월 1일,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주관의 메기목(Siluriformes) 수입자 검사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
정이다.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응하여 자국 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파
악되며, 수입량이 급증한 메기목이 그 전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위와 같은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근거없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 출범
한 트럼프 정부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보호 정책은 메기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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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메기목(Siluriformes) 어류 실사 프로그램 개정 동향c)

출처 : https://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spection/siluriformes (2017.2.17. 검색)

■ 검사·검역 강화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d)
- 미국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의 통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수산물 수출 증대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는 물론 국내 수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FDA 실사 등 안전성
검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통관 거부 기록은 추후 FDA 해외식품제조시설 실사 대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
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연쇄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사 후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는 상황에 이르고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선적 억류 또는 폐기 등의 법적 조치가 가해질 것이다.d)
- 미국 비관세 장벽 강화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업계가 직면할 對미
수산물 수출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에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슬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blee@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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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연안 9개 어종에 대한 어업재해 선포

■ 美 상무부, 2017년 1월 18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워싱턴에서 연어 및 게를 어획
하는 9개 어업에 대한 상업적 어업의 실패를 선언했다.a)
- 최근 몇 년 동안 상기 어업에서는 이상 해황 및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수산자
원량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업 실패(fishery failures)’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업공
동체들은 의회로부터 재해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해당 9개 어업은 알래스카만 곱사연어(pink salmon) 어업(2016년), 캘리포니아주 던지네스
게(Dungeness crab) 어업(2015-2016년), 유콘강 왕연어(Chinook salmon) 어업(2016
년), 워싱턴주 프레이저강의 홍연어(sockeye salmon) 어업(2014년) 등이다.
- 해양대기청(NOAA) 어업국 규제 프로그램 관련 부대변인 Samuel D. Rauch III는 “미국 상
무부와 해양대기청은 미국의 어업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
는 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 공동체의 회복 및 성공을 도울 것을 밝혔다.
- “매그너슨-스티븐스 수산보존 및 관리법”에 의하면 상무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재해와 관련하
여 상업적 어업의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을 의회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피해 어업인의 공동체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의회가 이러한 ‘어업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면, 해양대기청은 의회 및 피해를
입은 주 및 부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어업의 복원, 유사 실패의
방지, 피해 공동체에 대한 보조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1994년~2012년, 미 상무부는 30개의 “상업적 어업 실패(commercial fishery failure)”
를 결정한 바 있다.b)
- 동 기간 동안 미 의회는 약 840백만 불(약 1조 원)의 어업재해 구호기금(fishery disaster
relief)을 책정하였다. 재해 구호기금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는데, 보상,
공동체 보조금 지원, 훈련, 대출, 어업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어업인 지원
을 포함한다. 그리고 어업과 관련한 간접지원에는 어획능력 감축(어선, 허가, 어구의 매입),
어업연구기금 마련, 경제계획 수립 및 연구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 ‘어업 실패’는 원인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데, 대부분의 경우, 허리케인, 홍수, 해양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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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다. 연안지역에서의 허리케인은 어선, 항구 등의 기간시
설과 관련 사업에 피해를 입힌다. 비록 자원이 풍부할지라도 보수 및 기초 서비스가 복원될
때까지 어획, 가공, 운반이 불가능하다.
- 수리비용과 장비 및 어구 교체, 조업기간의 실기(失期)는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허리케인은 굴 서식장과 같은 자연자원에 피해를 입힌다. 적조 등은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로
써 수산물 오염으로 인해 조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어업인은 패류
의 독성 수준이 적정 수준까지 내려갈 때까지 수개월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 어업자원의 감소는 자연환경의 변동, 환경오염과 같은 인위적 영향 및 남획에 의해 발생한다.
연어어업은 자연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연어의 풍도는 또한 댐, 관개 등에 의해 서식처가
악화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표1. 어업자원재난 관련 뉴잉글랜드 지역의 복수어업에 대한 연방 지원
연도

금액

주요 내용

1994

30백만 불

업계 보조금 지원(훈련, 업종 전환, 마케팅, 혼획 저감), 감척,
대출, 가족지원 센터 등

1995

25백만 불

감척 프로그램, 어업인 건강보험

1999

5백만 불

조업기간 손실에 대한 어업인 보상

2000

10백만 불

어업 허가 회수 프로그램

2002

15백만 불

규제에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2008

13.4백만 불

(재해 미선포) 규제에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및 건강
보험 프로그램

출처 : Harold F. Upton, “Commercial Fishery Disaster Assistance”, 2013, p.7.

- 남획은 자체로서는 ‘어업 실패’에 대한 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업
관리자의 통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적 혹은 미확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어업 실패’에 대해서는 상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어획능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원에 포함된다.
- 몇몇 어업자원 관련 재난의 경우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다수어종 어업, 태평양 저서어류 어업
등에서와 같이 남획이 어업자원의 감소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경우, 자원 풍도가 크게 감소
하였고 자원회복을 위해 상당한 어획량 삭감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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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기후변화 및 이상해황에 따른 어업 피해 및 남획된 어업자원 감소를 방지하
기 위한 지원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는 상업적 어업이 재해 수준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 어업인의 손실
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재해 수준에 대한 안전장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상해황 등 미확인 원
인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해 수준이 아니더라도 규제
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남획에 의한 어업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후변화 및 이상해황과 같이 자연적인 재해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
감하여 어업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산자원관리법 상에 규정된 휴어기 설정 및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기후변화 및 이상해황에 따라 위기 상황에 몰린 어업인의 생
계를 지원하고 남획된 수산자원의 강력한 관리 및 어업인의 자율관리에 대한 안정적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식 휴어지원이나 상기의 미국식 지원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이정삼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장
(jlee8793@kmi.re.kr/051-797-4551)

참고자료

a) Commerce Secretary declares fisheries disasters for nine West Coast species, N
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mediacenter/2017/01_January/18_01_west
_coast_fisheries _disasters_declarations.html)(2017.1.18. 검색)
b) Harold F. Upton, “Commercial Fishery Disaster Assistance”, 2013,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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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해저 박물관 개장이 의미하는 것

■ 스페인 무세오 아틀란티코 개장하다.a)
- 스페인은 지난 1월에 란자로테 해안의 해저 14m 공간에 유럽과 대서양 최초의 수중 현대
미술 박물관인 무세오 아틀란티코(Museo Atlantico)를 개장하였다.
- 해저박물관은 환경예술가인 영국 조각가 제이슨 드케어스 테일러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
는 환경예술가로서 사람들이 해양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작품들을 만들었다.
- 조각품의 재료는 해양환경에 무해하며 해양 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인공 암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작년 2월에 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작품들은 벌써 해양 바이오 매스가
200%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귀한 해양생물들의 서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 해저박물관 무세오 아틀란티코는 고유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설계된 10개의 대규모 시설
과 300개 이상의 개별 조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품의 모델로서 란자로테 해변의
주민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다.
- 해저 박물관의 관람은 해양관광 중의 중요한 수단인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그리고 바닥을 투
명한 유리로 만든 선박 등으로 할 수 있어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스페인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 바다목장화 사업의 관광자원화에 어려움이 있다.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서 1998년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을 시작으로 태안 바다목
장화 사업, 여수 바다목장화 사업, 제주 바다목장화 사업, 그리고 울진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
진하였다. 그리고 연안 시·군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 추진되었지만, 그 후에 추진한
바다목장화 사업은 바다관광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 그럼에도 수산자원 조성이라는 개념이 강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이 관광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
지 못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이 바다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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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와 관광을 위한 인공어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마을어장에 설치한 인공어초 설치구역에 스킨스쿠버가 바다관광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
지 못하는 어촌계원의 배타적 성향은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
- 더욱이 바다목장화 사업 권역에 해중이 아니 해상에 잔교식 낚시터를 조성하여 바다관광의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도 지역주민의 해상 낚시터 활용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무세오 아틀란티코 해저 박물관은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관광의 시작은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해저 박물관은 수산자원 조성 정책과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전 정책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수산자원 및 바다환경 보전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다. 동 사례로부
터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관광은 바다환경과 생태게 보전의 전제 하에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저 박물관 조각상의 모델로서 란자로테 해변 주민을 활용한 것은 해저박물관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바
다관광의 길을 열고 있다. 공자의 ‘근자열 원자래’, 즉 지역주민이 즐거워야 먼 곳으로부터
사람이 찾는다는 것의 좋은 사례다.
- 해저 박물관 조성 목적인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적합한 환경예술가가 조각품창작은 물론
이고 기획 책임자로 선정함으로써 해저 박물관의 명성을 높였다. 추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 중 인공어초 투하 사업과 해중림 조성 사업을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관광 공간 조성의 관점에서 두 사업의 조성 유형을 분류하여 추진할 때, 수산자
원 조성사업은 물론이고 바다관광 공간 조성 계획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사업과 연계하
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승우 수산연구본부 어촌정책연구실장
(swlee@kmi.re.kr/051-797-4561)

참고자료

a) http://underwatermuseumlanzarote.com/en/dive-tours/puerto-del-carme(2017.2.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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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르웨이 고등어 쿼터 증가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확대 여력 커져
■ 북대서양 고등어는 2016년 자원조사 결과 자원량과 상품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a)
- 노르웨이 해양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Marine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 북대
서양 고등어 자원량은 역대 최고치인 1,020만 톤으로 나타났고, 표본으로 어획한 고등어의
평균 무게는 2015년 380g에서 2016년 530g으로 150g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우리나라의 고등어 동급1)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중품에서 2016년 상품으로 상품성이
한 등급 높아진 것이다.

■ 2017년 북대서양 고등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고등어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 c)
-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ICES)는 노
르웨이, EU, 페로제도의 2017년 북대서양 고등어 어획쿼터량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94
만 4천 톤으로 설정하였다.
- 특히 세계 주요 고등어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어획쿼터량이 2016년 20만 6천 톤에서 2017년
23만 4천 톤으로 14% 증가함에 따라 고등어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북태평양 고등어는 자원량 감소로 2016년 8월 자원관리 조치가 결정됐으나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자원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a)
-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태평양 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NPFC)의
6개 회원국은 고등어 자원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어획량 감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원
평가 절차 도입, 선박 위치 추적시스템(VMS) 의무화 등의 관리조치를 결정하였다.
- 그러나 중국의 고등어 어선척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태평양 공해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고등어 자원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우리나라의 고등어 등급은 마리당 무게 기준으로 상품은 500g이상, 중품은 300~500g, 하품은 200~3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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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노르웨이의 고등어 생산량 및 쿼터량

출처: https://www.sildelaget.no/en/(2017. 2. 16. 검색)

■ 우리 어장의 고등어 생산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반면, 상품성이 뛰어난 노르웨이산
생산이 증가하여 수입 확대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예상된다.
- 북태평양 고등어의 자원량 감소, 중국의 공해 조업규모 확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이 우리
나라의 고등어 생산량과 상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가운데 북대서양 고등어의 자원 상태가 양호하고 쿼터가 늘어나 노르웨이산이 안정적
인 가격에 국내에 더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우리나라의 고등어 수입은 전체적으로 13% 감소한 4만 5천 톤이었는데 이는 중국
산이 70%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노르웨이산은 오히려 7% 증가하였다. 2017년에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노르웨이산의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 고등어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기
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배기환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bkh1@kmi.re.kr/051-79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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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업계 양식책임인증제(ASC) 확산에 대비해야

■ 유럽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양식책임인증 양식장 및 관련 제품이 급증하는 추세이다.a)
- 2010년 세계자연기금 주도로 탄생한 양식책임인증제는 2017년 현재 417개의 인증 양식장
에서 109만톤의 양식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1. ASC 인증 양식장 증가 추이 및 연간 생산량

출처: http://www.asc-aqua.org (2017.2.10.검색)

- ASC 인증 제품은 EU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어와 새우, 메기류 등 국제적으로
대량 교역·유통되는 중심으로 인증 제품군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2. 국가별 ASC 양식제품 유통 추이 및 생산 비중

출처: http://www.asc-aqua.org(2017.2.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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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ASC 인증 제품의 취급을 늘리고 있다.b) c)
- ASC 인증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친환경 양식 표준 준수와 제품 신뢰성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림3. ASC 인증에 대한 이미지 내용

출처: http://www.asc-aqua.org(2017.2.12. 검색)을 바탕으로 내용정리

-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 전문점과 외식업체들은 ASC 인증 제품의 취급과 의무 사용 비율
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4. ASC 인증 제품 취급을 선언한 대형 소매업체

-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따라 EU의 주요 수산물 양식 업계는 ASC 인증 양식장을 확대하는
움직임2)을 보이고 있다.

2) 최근 까르푸에 굴을 납품하는 유명 양식장에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ASC 인증을 받았으며 독일의 송어 양식업체도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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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 인증 품목 기준 개발을 통해 ASC 체계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내 수
산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d)
- ASC 사무국은 기존 ASC 품목 기준에 해조류 기준을 추가할 예정3)이며 이러한 품목 확대를
통해 ASC 인증 체계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 해조류 수출이 많은 국내 양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해조류 ASC 기준 설정에 대한 모니터
링과 참여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마창모 수산연구본부 양식산업연구실 실장
(mcm1866@kmi.re.kr/051-797-4581)

이상철 정책동향본부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yi1@kmi.re.kr/051-797-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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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C 사무국은 2017년 9월 발표를 목표로 해조류에 대한 책임양식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중이며 현재 기준에 대한
국제 공청회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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