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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신용카드와 의료 보철 제작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a) b)
- 최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맞추어져 있다.
- UNEP(2016)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약 3.1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현재의 생산과
사용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0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Jambeck et al.(2015)는 2010년 기준 192개 연안 국가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2억
7500만 톤으로 산정했고, 이 중 4.8~12.7백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60만 종의 해양생물보다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해양에 유입되는
상황이다.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의 저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을 넘어 최근에는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Recovery),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재질 혁신(Redesign), 소비 행동 및 관행 개선(Reform) 등 6R로 확대되고 있다.

■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만든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c)
-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사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만든 신용
카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신용 카드는 내년 6월 이내에 출시될 예정
으로 현재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플라스틱 해양 오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차원에서 자사의 플라스틱 카드를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항라운지에서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일회용 빨대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해안가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수거‧처리한 후 3D 프린터로 의료용 보철 제품을 개발했다.d)
- 밀리언웨이브즈프로젝트(Million Waves Project)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Chris Moriarity에 의해
기획되었는데, 해변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 제품을 3D 프린터 원료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관절(보철) 제품을 개발했다.
-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 코스트세이버스(Washington CoastSavers)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변에서 수거한 PET병을 일정한 처리 공정을 거쳐 3D 프린터 원료로 사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의료용 보철과 의수 제품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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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원가는 원료의 수거, 처리, 3D 프린터 제작 등 45달러로 기존 인공 보철 가격인 5,000달
러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원조와 기부 등을 통해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이 팀은 현재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보철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 전문가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제품 제작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1. 3D 프린터 제작 제품

출처: https://www.ptonline.com/blog/post/ocean-plastic-3d-printed-prosthetic-limbs(2018. 7. 12. 검색)

■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의 노력이나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이해관
계자와의 협력과 복합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 국가는 산업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업계와 대화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재활용 확대를 위한 민간 부분의 혁신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김경신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kim@kmi.re.kr/051-79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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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블루 이코노미 통해 350만 개 일자리 창출

■ EU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a) b)
- EU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는 매출액 5,660억 유로, 부가가치 1,740억 유로, 그리고
35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 블루 이코노미 : 수산업, 조선업, 해양관광업, 해양환경, 생명 공학, 해양에너지 등을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기반 경제 모델

- 지난 10년 동안 EU의 블루 이코노미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2030년까지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와 책임있는 관리를 통해 현재 블루 이코노미 규모의 2배 확장을 전망
했다.

■ EU는 최근 블루 이코노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a) b)
- EU 회원국 중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의 블루 이코노미 규모가 큰 편이며, 이
국가들의 청년 고용 중 절반 이상이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되어 있다.
- 또한, EU 전체 GDP(2016년 기준)의 1.3%를 블루 이코노미가 차지하고 있으며, EU 공동수산정책
(Common Fisheries Policy, CFP)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블루 이코노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a) b)
- 해양은 대체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며, 타 산업과의 연계
또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블루 이코노미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 이에 우리나라의 블루 이코노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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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래 주목받는 블루 이코노미 부문

출처: https://ec.europa.eu/maritimeaffairs/sites/maritimeaffairs/files/2018-annual-economic-report-on-blueeconomy_en.pdf(2018. 7. 1. 검색)

최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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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해양산성화, 해양생태계 위협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해양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a) d)
- 바다는 우리가 매년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흡수하며, 이는 하루에
약 2,200만 톤 정도이다. 따라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면 바다에서의 수치도 증가
한다.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증가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흡수되어 어패류와 산호초 등 해양
생물과 일차생산자인 플랑크톤의 성장을 방해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바다는 이산화탄소 저장고로서 능력이 감소
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남아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 전 지구 해수 중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출처: https://www.esrl.noaa.gov/gmd/ccgg/trends/gl_full.html(2018. 7.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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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성화는 모든 해양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준다.b) c) e)
-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면 바닷물과 탄산염이 반응하여 중탄산염을 형성하므로 탄산염 농도가
감소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한다. 탄산염은 칼슘과 결합하여 조개나 가재 등의 껍질의 구성성
분이 되는 탄산칼슘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해양산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은 산호로서, 산호초는 열대지방 주민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는
어류서식지이며, 폭풍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탄산칼슘은 산호골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화는 탄산염을 감소시켜 산호초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 또한, 해양에서 일차생산자 역할을 하는 식물플랑크톤,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플랑크톤도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생식과 성장 기능이 저하되므로 해양생태계 전체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해양산성화 개념도

출처; https://www.pmel.noaa.gov/co2/story/Ocean+Acidification(2018. 7. 16. 검색)

■ 우리나라 동해는 다른 해역에 비해 해양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응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d) f) g)
- 우리나라 동해는 세계의 다른 해역에 비해 해양산성화가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해양산성화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해양산성화프로그램(Ocean Acidification Program, OAP)을 통해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교육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해양산성화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법 신설 및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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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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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 향후 6개월 이내 발생 가능성 높아

■ 세계기상기구(WMO)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겨울에 엘니뇨 발생 가능
성을 50~70%로 예측하고 있다.a) c) d) e) f)
- WMO와 NOAA 등은 올해 안에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50~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초 이후 중앙태평양 동쪽에서 심해의 온도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심해수가 표층으로
따뜻한 물을 공급함으로서 엘니뇨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 엘니뇨는 태평양 중앙부터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에 이르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넓은 범위
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니냐는 그 반대로 같은 해역에서 낮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때 발생하며, 이들은 북반구 겨울동안 지구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열대 태평양 평균 수온 단면 그래프(2018년 7월 2일)

출처: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blogs/enso/july-2018-enso-update-dog-days(2018. 7. 15. 검색)

■ 엘니뇨 현상은 해양생물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b) g) h)
-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엘니뇨 현상은 전 세계의 날씨를 변화시키고, 심한 폭풍, 가뭄,
홍수를 발생시킨다. 날씨 외에도 식량 공급 등 인간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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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인도, 동남아시아에는 극심한 고온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중남미에는 홍수가 발생한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는 2015년과 2016년에 슈퍼엘니뇨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전체 강수량의 3배가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바 있다.
- 또한, 엘니뇨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미국과 칠레 등 미주 서부 해안에서 게, 오징어 등 해양생물의
대량폐사가 발생하였고, 적조 현상과 먹이사슬을 통한 상위포식자 확산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2.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 모식도

출처: http://www.noaa.gov/resource-collections/el-nino(2018. 7. 15. 검색)

■ 우리나라도 엘니뇨의 간접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f)
- 국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엘니뇨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인 평년
보다 높은 기온, 많은 강수량, 일시적인 한파와 폭설 등 기상이변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현재까지 엘니뇨의 발생 원인과 주기 등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2~7년 주기로
발생하므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빠른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
청에서는 엘니뇨 발생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를 통해 엘니뇨 감시 지수를 구하여 매달 ‘엘니뇨/
라니냐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 및 산불 예방, 이상폭설과 홍수 대비, 세계적
곡물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내 곡물 및 수산물 수급대책, 엘니뇨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선진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기후분석 및 예측기술 능력
향상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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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맹독성 바다뱀의 이상 출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필요
■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맹독성 바다뱀 중 하나인 ‘노란배바다뱀
(Yelllow-bellied sea snake)1)’이 출몰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a) b)
- 노란배바다뱀은 맹독성 바다뱀 중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대부분 열대 바다에
존재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열대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뉴포트비치(Newport Beach)까지 출현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 과거, 2015년과 2016년 엘리뇨가 발생한 시기에는 태평양에서 흐르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비드
손 해류(Dvidson current)를 따라와 바다뱀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발견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엘리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뱀이 해변에 출몰하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주 원인으로 주장한다.
- 로스엔젤레스 자연사 박물관 소속의 그레그 파울리(Greg Pauly)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뱀
들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노란배바다뱀과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서식
지를 가진 종일수록 이동하는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본 서식지가 아닌 해변에서 맹독성 바다뱀의 출몰은 안전사고의 문제와 함께 생물 보호에
관한 논란을 야기한다.a) c) d) e)
- 맹독성 바다뱀의 갑작스런 출몰은 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바다뱀을 매개로 전달되는 병원균이나 기생 생물이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 이런 우려와 달리, 포식자의 역설(The Predator Paradox)의 저자이자 야생동물 전문가인 존 쉬빅
(John Shivik)은 이동과 같은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단계인 바다뱀의 생태를 보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맹독성 바다뱀 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2)
에서 일부 절멸위기(CR)나 관심대상(LC)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종들에서는 서식 정보가 부족(DD)
하게 평가받는 등 추가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1) 노란배바다뱀(Yelllow-bellied sea snake): 척삭동물문(Chordata) 파충강(Reptilia) 유린목(Squamata) 코브라과(Elapidae)에
속하며 학명은 ‘Hydrophis platurus’임.
2)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동식물의 종 보전상태의 목록으로 위기의 속도와 개체 크기, 지질학 분포
지역, 개체와 분포의 정도로 분류하여 9개의 그룹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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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맹독성 바다뱀에 속하는 ‘넓은띠큰바다뱀(Chinese Sea Snake)3)’이
제주도와 남해 앞바다에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f) g)
- 넓은띠큰바다뱀은 노란배바다뱀과 같은 맹독성 바다뱀으로서, 주로 아열대 기후인 대만과 일본 류큐
열도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제주 앞바다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최근 전남 여수와 경남
부산, 통영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또한, 2017년 이후 맹독성 바다뱀 출몰에 관한 언론기사들도
30건 이상 보도되었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김일훈 박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바다뱀과 같은 맹독을 지닌 열대성 생물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맹독성 바다뱀의 이상 출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현 종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바다뱀의 생태를 연구하여 산란장을 파악하고 수온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출몰 가능 지역과 시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 최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의 일환으로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노란배바다뱀의
신경독 성분을 활용하여 진통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 또한, 맹독성 바다뱀의 출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와 남해안 해수욕장에서는 이용
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바다뱀의 출몰 가능성을 안내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근
병원과 관리 시설 역시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맹독 해독제를 구비하는 등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넓은띠큰바다뱀 사진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728000065(2018. 7. 17. 검색)

3) 넓은띠큰바다뱀(Chinese Sea Snake): 척삭동물문(Chordata) 파충강(Reptilia) 유린목(Squamata) 코브라과(Elapidae)에
속하며 학명은 ‘Laticauda semifasciata’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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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전략적 대책 마련 시급히 필요

■ 해양부착생물(Bio-fouling)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가 증가한다.a) b) c) d)
- 해양부착생물(marine bio fouling)은 주로 석유･가스 플랫폼, 선박 바닥, 풍력 발전 설비 및 기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해양구조물 등에서 성장한다. 해양부착생물이 성장하게 되면 부착된 구조
물의 하중을 증가시키고, 파도･조류와 결합하여 해저 구조물의 역학과 유체역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 조선업과 해운업에서도 해양부착생물은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조류, 따개비, 연체동물 등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을 뒤덮고, 구조물의 도장을 손상시키며, 선박의 무게와 선박 항해의 저항을 증가시
킨다. 이는 연료 소비 및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해양부착생물은 선박 연료사용
을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해운산업은 매년 미화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해양오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해양부착생물의 제거는 선체와 해양구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그 형태와 무관하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즉, 해양부착생물은 선박, 해양플랫폼, 풍력발전 설비 등 해양
구조물의 설계과정에도 중요한 고려요소인 동시에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지속
적인 통제와 제거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1. 해양부착생물

출처: https://www.sail-world.com/news/202672/Changes-to-NZ-Biofouling-Regulations
(2018. 7. 20. 검색)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more-biofouling-casualties-to-beexpected#gs(2018. 7.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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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해양부착생물은 해양생태계 교란, 해양환경 오염 등의 위협요인이 되는 동시에 산업･경
제적인 피해도 야기하고 있다.
①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협, ② 생물오손(bio-fouling)으로 인한 선박연료효율 저하,
③ 선박무게 및 항행저항 증가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④ 오염방지 및 제거비용
(antifouling coating, hull cleaning) 증가, ⑤ 외국의 입항통제로 인한 해운산업 피해, ⑥ 해양오염에
따른 해수자원 이용 제약 등
- 해양부착생물의 제거는 금속재질의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부착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며, 선박의 수중
선체를 포함한 섬세하고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거보다는 예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해양부착생물은 부착된 선체 또는 구조물의 5~15% 하중 중가를 가져올 수 있다.

■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은 해양부착생물의 자국유입을 엄격히 규제한다.e) f)
- 2017년 3월에 우리나라 소유 벌크선박인 DL. Marigold호에 대해 뉴질랜드 항만당국은 다이버들
을 통해 선체하부에 다량의 따개비, 서관충 등이 두껍게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명령
을 내렸는데, 이는 선체하부에 부착된 해양생물이 자국의 생물안보(bio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뉴질랜드 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PI)는 2018년 5월부터 ‘선박의 생물부착
기술 위해성 관리 기준’을 통해 뉴질랜드 해역에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즉, 뉴질랜드에 입항하는 모든 국제선박은 선체를 깨끗하고, 뉴질랜드 관리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정부는 IMO의 해양부착생물에 관한 지침에 포함된 최적
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두바이, 발렌시아, 싱가포르, 로테르담, 노르웨이 등에는 해양부착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선체청소 운용설비(hull cleaning operations)를 갖추고 있다.

■ 해양부착생물 제거시장 2022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a) d)
- 미국 크레덴스 연구소(Credence Research)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해양부착생물 제거시장-성장,
미래 전망 그리고 경쟁 분석(2017~2025)(Global Marine Growth Removal (MGR) Market –
Growth, Future Prospects and Competitive Analysis, 2017–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부착생물 제거시장(Marine Growth Removal Market, MGR)은 2017년부터 2025년간 연평균
성장률 6.1%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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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으로 중동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해양부착생물 제거시장이었다. 이후 고유가와 가스
탐사 및 생산활동으로 인해 북아메리카 지역이 향후 해양부착생물 제거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된다.
- 해양 부착생물 제거와 관련한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장비 생산자, 개발자,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는 ProServ, Ashtead Technology, Oil Field Testing Services Ltd., Marine
Engineering Diving Services(MEDS), CaviDine LLC, Wals Diving and Marine Service
and Deepwater Corrosion Services, Inc 등이 있다.

그림 2. 해양부착생물 제거 시장(2015~2025)의 향후 성장전망

출처: http://www.credenceresearch.com/report/marine-growth-removal-mgr-market
(2018. 7. 18. 검색)

■ IMO와 선진국의 해양부착생물 규제논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g) h)
- IMO는 2011년 7월에 해양외래종 및 병원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한 지침(RES. MEPC.207(62))」을 채택하였으며, 지침을 통해 모든 선박에 ‘해양
부착생물 관리계획 및 기록부(Bio fouling Management Plan and a Bio fouling Record
Book)’를 선박 내 비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동시에 IMO는 2017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GloFouling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과 능력배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외래종의 자국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입항통제와 더불어 해양부착생물과 관련
된 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MO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규제 논의에 자국규제 및 기술기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19년부터는 IMO MEPC에서 해양부착생물에 관한 기존 지침의 개정과 법적구속력을 갖는 규제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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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IMO에서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규제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① IMO의 해양부착생물 제어 및 관리에 관한 논의동향 분석,
②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③ Anti Bio-Fouling 시스템 국제표준 기술의 연구개발, ④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준 개발, ⑤ 해양환경산업 육성전략 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박수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위원
(forest21@kmi.re.kr/051-79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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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마리나 개발･계획 증가

■ 태국은 7개의 새로운 마리나를 개발할 예정이다.a)
- 오션마리나 요트클럽 파타야(Ocean Marina Yacht Club Pattaya)의 매니저 스코트 핀스텐(Scott
Finsten)은 새로운 마리나 프로젝트가 태국만의 동서 해안에 건설될 예정임을 전했다. 대상 지역
은 촌부리(Chon Buri), 코사무이(Koh Samui), 프라추아프키리칸(Prachuap Khri Khan) 등이다.
현재 태국만에는 4개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수용량은 615척이다.
- 태국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70억 바트(한화 약 2,4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접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했을 때 태국은 더 많은 레저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유지
보수 및 서비스 비용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마리나의 건설은 태국 해양관광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미국 캘리포니아의 알라미다, 마리나 재개발에 5,7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b)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구도시 알라미다는 최대 760채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지역의 마리나 재개발을
위하여 5,700만 달러(한화 약 64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마리나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및 환경 영향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재개발 완료 까지는 최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가를 제공하면서 마리나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선을 따라 25만 평방 피트의
해양상업공간과 공공 광장 등 지역 친화형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항만
도시 재개발의 측면에서 새로운 성공 사례로 손꼽히기를 기대한다.

■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하버이스트 마리나에 900만 달러 수준의 재개발을 완료
하였다.c)
- 미국 볼티모어의 하버이스트(Harbor East) 마리나는 최근 플로팅 도크와 전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9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오아시스 마리
나사가 실시하였다. 오아시스 마리나의 부회장 에릭 브래들리(Eric Bradley)는 현재 26년이 된
하버이스트 마리나의 재개발을 통하여 마리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선박을
정박하는 고객들에게는 최신의 시스템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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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버이스트 마리나 전경

출처: https://www.bizjournals.com/baltimore/news/2018/07/10/harbor-east-marina-completes-its-9-million.
html#g/438070/12(2018. 7. 14. 검색)

■ 국내 마리나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 국내에서는 현재 34개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 보유 레저선박의 14%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마리나 산업과 관련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친수문화의 확산과 해양레저의 대중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마리나 시설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참고자료

a)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tourism-and-transport/1494838/seven-new
-marinas-to-support-tourism(2018. 7. 12. 검색)
b) https://www.eastbaytimes.com/2018/07/10/proposal-to-redevelop-alameda-marina
-to-go-before-city-council/(2018. 7. 13. 검색)
c) https://www.bizjournals.com/baltimore/news/2018/07/10/harbor-east-marina-comp
letes-its-9-million.html/(2018.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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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활동 증가에 따른 해변 이용 갈등에 대비 필요

■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는 서핑활동 증가로 해변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a) b)
- 시드니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본다이 비치 북쪽 구역에서 서핑 금지가 논의 되고 있다. 해변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어린이나 초보들이 사용하는 소프트보드를 포함해, 핀(fin)이 달린 모든 보드를
해변 남쪽 구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하지만 해변 남쪽은 파도가 크고 격랑이 잦아 초보들까지 모아두면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
까지는 섬유유리로 만들어진 하드보드를 남쪽 구역에서 순찰시간 동안만 사용하게 하고 소프트보드
이용 구역에 대한 금지조치는 없었다.
- 해변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900미터에 달하는 해변에서 이용자 집단 간 갈등이 엄청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84%가 정해진 구역(깃발로 표시된 순찰 구역) 밖을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이용자 일부는 패들보드, 서프스키(surf ski), 니퍼보드(nipper board) 등에 모두 핀이 있다며, 해변은
모두의 것인데 규제가 심하다고 반발한다. 서핑활동 제한이 공식화되면 본다이 비치가 최근 국가
서핑지역(National Surfing Reserve)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사실상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1. 호주 본다이 비치 전경

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5963159/Is-joke-Bondi-residents-slam-plan-ban-surfboards-Aus
tralias-famous-beach.html(2018. 7.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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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드스포츠 유형
스탠드업패들보드
(SUP)

서프스키
(surf ski)

니퍼보드
(nipper board)

보디보드
(bodyboard)

카이트서핑
(왼쪽)

윈드서핑
(오른쪽)

출처: SUP: http://cabrinha.co.za/product/sup-rental-cape-town/(2018. 7. 18. 검색)
서프스키: https://croydesls.org/surf-ski/(2018. 7. 18. 검색)
니포보드: http://www-static2.spulsecdn.net/pics/00/00/76/46/764681_1_O.jpg(2018. 7. 18. 검색)
보디보드: https://experitour.com/listings/bodyboard-lessons-madeira-island/(2018. 7. 18. 검색)
카이트서핑/윈드서핑: http://metrocebu.news/2015/01/asias-windsurfing-kitesurfing-events-to-crowd-borac
ays-shore/(2018. 7. 18. 검색)

■ 스페인 오리우엘라에도 서핑과 해수욕 간 공간 구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
- 오리우엘라(스페인 발렌시아자치지방 알리칸테주에 있는 자치시) 연안에 펼쳐진 16km 상당의 모래
해변과 따뜻한 바닷가는 서핑 및 보드를 이용한 스포츠에 최적화된 곳이다.
- 하지만 오리우엘라 정부는 지난 10년간 파도와 바람에 관련된 활동 제한 요건을 높이면서 이 해변을
노서프(no-surf) 존으로 바꿔가고 있다. 서핑활동이 다른 해변 이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서퍼 역시 해수욕을 하는 지역에서 서핑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서핑은 부서지는 파도와 격랑이 있는
구역, 즉 수영은 권장하지 않는 구역을 필요로 한다. 서퍼들은 수영하기 좋지 않은, 강하고 까다로운
격랑이 있는 지점에 특별한 한계를 정해 서핑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서핑활동 증가에 따른 해변이용 공간 갈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국내에도 강원 양양, 부산 송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서핑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핑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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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공간에서 서핑보드가 차지하는 구역도 증가하고 있다. 파도와
스피드를 즐기는 서핑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드스포츠 활동이 등장하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양레포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변이용자의 다양한 공간 활동 수요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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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abc.net.au/…/bondi-surfing-ban-sparks-a…/10006776(2018. 7. 18.
검색)
b)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5963159/Is-joke-Bondi-residents-slam-plan
-ban-surfboards-Australias-famous-beach.html(2018. 7. 18. 검색)
c) https://www.surfertoday.com/surfing/14458-spanish-surfers-contest-ban-on-surfb
oards-in-orihuela(2018. 7.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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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

■ 6월 11일~14일, 제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었다.a) b)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의 2017년 활동보고, ITLOS의 예산문제, 자격심사위
원회(Credentials Committee)보고, 유엔사무총장 보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백진현 ITLOS 소장은 2017년도 ITLOS 판결과 진행 현황(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M/V Norstar 사건),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현황,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
다양성(BBNJ) 보전을 위한 국제문서 성안과 관련한 ITLOS의 향후 역할, ITLOS의 2015~2016년,
2017~2018년, 2019~2020년 예산 문제에 대해 보고하였다.
- 박용안 CLCS 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12건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한계 정보와 CLCS 위원
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보고하였다.
- 마이클 롯지(Michael Lodge) ISA 사무총장은 2017년 ISA의 활동과 제24차 연차회의에서 다루
어질 의제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올해 3월 우리나라와 체결한 심해저 망간각 탐사계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심해저 3대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광구)에 대한 탐사계약
을 모두 체결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0여국
당사국 대표가 참여하였다.c)
- 바다의 헌법(Constitution for the Oceans)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168개국이 당사국(States Parties) 지위에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법규범 중 드물게 전 세계 168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매년 당사국 회의를 통하여 동 협약의 이행 및 해양법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ITLOS, ISA, CLCS의 업무보고 및 예산
심의가 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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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해양법규범 형성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매년 당사국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국제해양규범질서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ITLOS, ISA, CLCS과 같은 협약 상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는 매년 해양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 대표단들의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 또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김 민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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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III.aspx?src=TREATY&mtdsg_no=XXI-6&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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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5 과학기지’ 건설과 남극 거버넌스

■ 중국은 지난 5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1회 남극조약 협상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에서 새로운 남극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안을
공식 발표했다.a)
- 중국은 지난 2017년 5월 ‘제40회 남극조약 협상회의’에서 백서형식의 ‘중국 남극사업 발전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여 년 간의 남극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남극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85년부터 남극 과학기지를 운영해 왔으며, 창청기지(1985년), 중상기지
(1989년), 쿤룬기지(2009년), 타이산기지(2014년) 건설에 이어 5번째 과학기지를 로스해의 테라
노바만에(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 다섯 번째 과학기지 완공 시 중국은 남극에서 8곳의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러시아에 이어 현재
5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 중국은 이미 공중기지, 부두기지, 선상기지, 해상기지, 빙설기지, 해저기지를 아우르는
남극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극 탐사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b)
-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남극과학기지 건설 및 활동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원개발, 군사활동 등 다른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중국은 각국의 이러한 의심에 대해 평화적이고 과학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남극을 이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 예를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호주방문 당시 중국은 남극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understand), 보호하며(protect), 이용하기를(use)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해, 보호, 이용’
은 중국 극지활동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남극 백서에서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 중국은 로스해의 과학기지 건설이 중국의 남극 과학역량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전략적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a) c)
- 로스해는 전체 남극해의 2%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 세계 아델리 펭귄의 38%, 남극 바다제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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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극 밍크고래 약 6% 등이 사는 등 약 1,000종 이상의 동물들이 살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은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 2016년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남극 로스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반대국들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제안된 면적보다 30% 가량
축소되었으며, 해양보호구역 기간 역시 50년 이상을 원했던 회원국들의 바람과는 달리 35년 기한
으로 결정되었다.

■ 중국의 제5 과학기지 건설이 향후 남극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a)
- 중국의 5번째 남극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남극기지인 미국 맥머도 기지 및 뉴질랜드 스콧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남극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앞서 언급한 중국의 남극사업 보고서는 백서형태이기는 하지만, 국가해양국이 내놓은 실무중심의
정책 보고서로 올 해 1월에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국가차원의 종합북극정책인 ‘북극정책백서’와
다르게 공식적인 남극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5번째 과학기지 건설과 운영은
향후 중국의 국가차원의 남극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남극조약은 30년을 단위로 내용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2021년에 조약 당사국
들이 개정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이 남극탐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중국의 연구 활동은 남극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인 동시에 향후 남극에 대한 기득권
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실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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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수산협력 등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제협력 동향
■ 근래 인도네시아는 해양안보 등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해 인도･일본･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우선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군함 2척의
자국 마카사르항 입국을 허가했다.a)
- 지난 6월 23일, 인도 동쪽 함대 소속 보급함인 INS 샤크티(INS Shakti) 호와 대잠 초계함인 INS
카모르타(INS Kamorta) 호가 인도네시아 해군과의 해양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양에서의 안보와
안정성을 증진하고자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Makassar) 항에 3일 일정으로 기항했다.
- 인도의 디네쉬 케이 트리파스(Dinesh K Tripath) 해군 소장(Rear Admiral)이 이끄는 이번 원정대는
본래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양 작전을 위해 조직되었다.
- 그러던 중 INS 샤크티(INS Shakti) 호와 INS 카모르타(INS Kamorta) 호는 마침내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으로의 2달간의 전략적 배치 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다.

■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장관급 회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b)
- 지난 6월 25에는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타로 고노
(Taro Kono) 외교부 장관 간 ‘제6회 전략담화 인도네시아(the 6th Strategic Dialogue Indonesia)’
가 자카르타(Jakarta)에서 개최됐다.
- 양국 간 논의 사안 중 특히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양국 대표는 남중국해에서 군사화가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행동규범(Code of
Conduct, COC) 채택을 위한 협상이 가까운 미래에 종료되리라 전망했다.
- 둘째, 양국 대표는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개념(Indo-Pacific concept)과 일본의 자
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상호 절충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자협력과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그리고 인도양 해양국 협회(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와 같은 지역 메커니즘을 통한 다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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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양국 대표는 ‘통합적인 해양 및 수산 센터와 수산 시장(The Integrated Marine and
Fisheries Centers and Fish Market)’에 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에 서명함으로써,
비악(Biak), 모아(Moa), 모로타이(Morotai), 나투나(Natuna), 사방(Sabang) 그리고 사움라키
(Saumlaki)에 수산센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인도네시아는 또한, 말레이시아와의 정상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해상 및 육상 국경에서
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c)
- 지난 6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마하
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총리와 이스타나 보고르(Istana Bogor)에서 회동을 갖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간 영토분쟁 해결 등에 대해 언급했다.
- 양국 간 영토분쟁은 상호 주장이 중첩되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Sulawesi Island)과 말레
이시아의 사바(Sabah) 주 사이에 있는 암발라트(Ambalat)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실 국제
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암발라트 북쪽 2개 섬에 대한 영유권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판정했지만, 인근 지역의 해상 국경은 여전히 모호하여 계속해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느 일방만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다는데 동의했다. 말레이시아가 태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말레
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상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는 인도･일본･말레이시아와의 가까운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슈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d) e) f)
- 우선 인도네시아-인도 간 협력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올해 초 인도네
시아를 방문하여 기존의 양자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향후에도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외교관계를 시작한 지 올해 60주년을 맞고 있는데, 2017년에 일본
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자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국가가
되었을 정도로 양국 관계가 가까워졌다. 앞으로도 수산･항만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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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지난 5월
취임 이후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를 가장 빨리 방문했을 정도로 가깝고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협상과 국제제도를 통해 양국 간 영토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환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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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발

■ 기초 안전규정 준수 미비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a) b) c)
- 미국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2017년 레저보트 관련 사망자는 658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레저보트 관련
총 사망자 수 중 음주로 인한 사망자는 44%를 차지할 정도이다. 음주 후 레저보트 운전을 막기
위한 주 정부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음주로 인한 레저보트 안전사고
및 사망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다.
- 2017년 카약/카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38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사망사고의 약 50%가 패들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했다. 사망 사고
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경험 부족, 음주 및 약물, 위험한 지역에서의 레저활동, 기상
악화, 항법 규칙 위반 등으로 기초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규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d)
-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레저보트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네소타주의 레저보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주는 인구 수 대비 레저
보트 등록 척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레저보트 1척당 인구 수는 6.76명 수준이다. 미네소타주
응답자의 약 82%는 레저보트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에 달하지만, 그 중 12%만이 레저보트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 미네소타주 레저보트 소유자 중 71%는 레저보트를 낚시활동에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레저보트 운항법이나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보트 활동자들
은 구명조끼 미비, 경적 시스템 미흡, 레저보트 등록증 미게시, 낚시 면허 미비 등 레저보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생식물을 무분별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 해양환경 보전 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및 관련 단체 주도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 b)
- 텍사스 공원야생동물국(Parks and Wildlife Department)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보트를
비롯한 수상레저기구 및 장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 및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등 수상레저 관련 기초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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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Safe Boating Council(NSBC)과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ting Law
Administrators(NASBLA)는 음주 후 레저보트를 운항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인
‘Operation Dry Water’를 시행하고 있다. 해안경비대와 사법 기관 등도 캠페인에 참여해 음주
레저보트 운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후 레저보트를 운항할 경우 소환장 발부, 벌금 부과, 면허
취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림 1. 수상레저 안전규정 준수 캠페인

출처: (좌)http://www.safeboatingcampaign.com/ready-set-wear-it/, (우)http://www.myfwc.com/boating/operation
-dry-water/(2018. 7. 19. 검색)

■ 우리나라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여가시간 및 소득 증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 선호
증가 등 레저보트를 비롯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활동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즐기는 활동자들의 매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해양레저 대중화 및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친수문화가 강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및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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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관 구성 변경, 친환경 정책 장기적 후퇴 불가피

■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 퇴임으로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성향의
변화가 예상된다.a) d) e)
- 2018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등 굵직한 사건에서
진보적인 결정을 내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존 로버트(John Roberts) 대법원장을
포함해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보수정권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스테판 브레이어
(Stephen Breyer),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
은 진보정권에서 임명되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어,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의 보수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 케네디 대법관은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b) c)
- 케네디 대법관은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
미국 12개 주를 포함한 원고들이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상대로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한 사건(Massachusetts v. EPA)이다.
-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기체일 뿐 오염물질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4대 4로 팽팽한 가운데, 케네디가 진보성향
판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후 미국은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고 연방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Act)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의 수많은 온실가스 관련 정책은
이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또한, 케네디 대법관은 2006년 사건(Rapanos v. United States)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로, 즉 가항수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로는 비록 습지이거나 가항수로가 아니
더라도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
으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수자원법(Waters of the United States)을 도입했으나,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명령을 통해 대폭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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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 법관의 부재는 빠르면 오는 10월 있을 환경 관련 판결(Weyerhaeuser Co. v.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s)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내무부의 권한에 대해 판단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케네디 자리에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임명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 사법부 구성의 변화는 미국 친환경 정책의 장기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a)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절차 혹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물론 법률
의 위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체할 수 없고,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치적 사안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다.
- 미국 환경론자들이 케네디 대법관의 사임에 크게 낙심하는 것은 이처럼 연방대법관의 정치적 영향
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인사로 대법관을 지명하면, 2020년 있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고 진보적인 환경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케네디 대법관의 사임은 어쩌면 미국 환경 정책 역사상 가장 암울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연수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ykim@kmi.re.kr/051-79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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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양기술 신생기업 창업지원 정책펀드 발표

■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은 해양기술 및 농업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쟁
스타트펀드(Competitive Start Fund, CSF)를 발표하였다.a)
- 지난 6월 28일 골웨이(Galway)지역에서 개최되었던 Sea-fest 2018에서 마이클 크리드 농식품
해양부 장관(Michael Creed, Minister for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은 총 50만 유로의
새로운 CSF1)를 발표하였다.
-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nterprise Ireland, EI)은 해양기술 및 농업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아일랜드 경제의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CSF는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I)의 하이포텐셜스타트업(High Potential Start-Up, HPSU) 펀딩
(Funding) 부서를 통해서 운용되고 있는 정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프로그램이다.
- CSF는 직접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펀드로 신생기업의 보통주 10% 이내에서, 최대 5만 유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해양부문에서는 선박제작 및 인프라 구축, 해양 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기회, 센서 및 IoT 애플
리케이션, 관련 금융서비스, 복합수리, 부품제조, 해양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및 기술 등에 관한
분야에서의 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 CSF는 신생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발한다.b)
- CSF의 목적은 스타트업 기업이 주요 기술 및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것이다.
-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I)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신생기업이어야 하며,
현재 및 직전 회계연도에 수익이 6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아일랜드에서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년 이내에 1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I)은 베타버전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초기단계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
하고 있으며, 수출잠재력, 고용능력, 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투자기업을 선정한다.
1) 기존의 Competitive Start Fund는 제조업 및 대외교역이 활발한 업력 6년 이하인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3년 말
약정금액 기준으로 약 1,000만 유로 수준의 규모이다.(자본시장연구원, 「해외 정부 벤처캐피탈의 현황 및 시사점」, 2015.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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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업 및 사업가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모든 지적 재산권 및 자산이 아일랜드 법인에
있다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해양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전용펀드를 조성 및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c) d) e)
- 이미 EU, 미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영국 등은 경제 잠재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양기업
성장을 돕고자 전용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벤처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형식인 모태펀드를 정책자금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해양모태펀드 분야 신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 이다.
기존의 농수산펀드를 통해 일부 수산-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였지만, 해양수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 해양에너지, 해양안전, 첨단해양장비, 첨단수산양식가공 등 새로운 기술발전 및 기존 산업과의 접목
등 해양산업 발전 분야 및 가능성은 크다.
-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창업활성화의 수단으로 해양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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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양공간계획 수립 착수

■ 아일랜드는 유럽의 섬나라로 약 49만㎢의 해양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은 아일랜드의 경제,
문화, 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a) b)
- 아일랜드 정부는 2012년 통합해양계획(Harnessing Our Ocean Wealth, HOOW)을 수립하여 해양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의 가치를 GDP의 2.4%로 늘리고, 2020년까지 해양경제의
매출액을 64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양식, 해운, 해양에너지, 생명공학･ICT, 해양
관광 분야의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 이와 함께 아일랜드 정부는 HOOW에 해양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 개발
을 명시하였다.b)
-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의 해양 활동과 관련한 조직과 규정이 부문별 정책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틀 없이 부문별 수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 아일랜드는 주택･계획･지자체부(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가 국가
차원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6년에 EU의 MSP 지침에 제시된 해양공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일랜드 법률에 반영하였다.

■ 작년 12월 주택･계획･지자체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b) c)
- 이 로드맵은 해양공간계획 개발의 주요 단계와 그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고, 이와 함께 초기
단계(Activation Stage)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양공간계획은 이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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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일랜드 해양공간계획 단계별 추진 내용
Stage
Activation Stage

Milestone

Time frame

Establish and resourece MSP function in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Immediate - complete

Identify and initiate contact with key stakeholders

Now – end 2017

Establish MSP Inter Agency Group

End November 2017

Develop road map – Towards a Marine Spatial Plan Publish before end 2017
Initiate contact with broader external stakeholder
group(e.g. energy industry reps, fisheries, coastal
communities etc.)
Development Stage

Implementation
and Review Stage

◦ Regional
workshop/stakeholder for a
Q1 2018

◦ Publish September 2018
Prepare issues paper(this phase includes
collection, mapping and analysis of data on current
◦ 2 month consultation
conditions)
Prepare draft MSP(including Environmental
Assessments)

Finalisation Stage

◦ In writing before end 2017

Prepare final MSP(including Environmental
Assessments)

Implementation and review

◦ To Minister/Government Q2
2019
◦ 3 month consultation
◦ To Minister/Govvernment Q2
2020
◦ Publish and notify European
Commission – Q3 2020
2020 onwards

출처: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2017, Towards a Marine Spatial Plan for Irelana Roadmap for the delivery of the national Marine Spatial Plan, p.20.

■ 로드맵의 핵심인 첫 번째 단계에서 해양공간계획 개발에 관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밝히고,
2017년 말부터 이해관계자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b)
-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양공간계획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로 운영 그룹을 조직하고, 신규 제도 도입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컨설팅을 위한 방법, 시기는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두 번째 단계인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뒷받침
할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식별과 분석 과정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해양공간
계획 초안이 마련된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최종 계획(안)이 마련된다.

■ 아일랜드는 2018년 6월 영국 ABPmer 기업에 해양공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하였다.d) e)
- 해양환경 전문기업인 ABPmer 기업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아일랜드 해양공간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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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은 해양활동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ABPmer는 PML, LUC, Birdwatch Ireland, IWDG Consulting, MERC Consultants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ABPmer의 스티븐 헐(Stephen Hull) 이사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해양공간계획의 기반
이 된다. 아일랜드의 해양공간계획은 양식, 해양에너지, 해양레저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활동의 상호작용과 환경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
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면 의사결정자가 정책 결정
의 절충점(Trade-off)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 아일랜드 해양공간계획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해양공간의 현재와 미래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구축이 중요하다.
- 우리 정부는 2018년 법률 제정과 함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문별 해양활동
을 포함해야 하는 동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다양한 해양수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희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chj1013@kmi.re.kr/051-797-4735)

참고자료

a) http://msp.ioc-unesco.org/world-applications/europe/ireland/(2018. 7. 19. 검색)
b)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2017, Towards a Marine
Spatial Plan for Irelan-a Roadmap for the delivery of the national Marine Spatial Plan.
c) https://www.housing.gov.ie/planning/marine-spatial-planning/marine-strategy/towards
-marine-spatial-plan-ireland-roadmap(2018. 7. 19. 검색)
d) http://www.abpmer.co.uk/news-desk/news-archive/abpmer-to-support-the-develop
ment-of-ireland-s-marine-plan(2018. 7. 19. 검색)
e) https://environment-analyst.com/68131/abpmer-wins-irish-marine-spatial-planningcontract(2018. 7.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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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폐플라스틱 재활용하여 선박용 디젤 연료 생산

■ 재활용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선박용 디젤 연료 생산 공장이 건설 중이다.a) b)
- 기존에 재활용 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화물선용 디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Port of Amsterdam)에 건설되고 있다.
- 빈투배럴(Bin2Barrel)은 암스테르담 항과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플라스틱을 활용한 선박
연료 제조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8년 말부터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다. 생산 초기연도에는
3만 5,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3,000만 리터의 디젤 연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 빈투배럴(Bin2Barrel)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화학물질 재활용 기술을 최초로 상업적으로 적용
하였다.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PVC와 테프론(Teflon)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디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1. 플라스틱 생산 및 재활용 과정

출처: https://www.kidv.nl/6977(2018. 7. 17. 검색)

-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디젤연료는 저유황유이며, 유럽표준위원회의 자동차용 디젤이 충족
시켜야 하는 표준인 EN590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디젤을 생산할 때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의 전통적인 디젤 생산보다 38%에서 80%까지 절감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공하여 3,000만 리터의 디젤연료를 생산할 경우 매년 약 5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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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디젤연료 생산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b) c)
- 연간 9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유럽에서 소각되며, 9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매립되고 있다. 또한, 플라
스틱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7%의 원유가 사용되며, 대부분의 가정용 플라스틱은 26%만
이 재활용되며, 사용 후 매립(38%) 또는 소각(36%) 되고 있다.
-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디젤 연료로 가공함으로써 육지나 해상에 유입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디젤을 생산할 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1리터 당 약 2.3kg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두 가지의 환경오염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참고자료

a)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powering-ships-plastic-amsterdam
(2018. 7. 17. 검색)
b) http://www.plasticsnewseurope.com/article/20180618/PNE/180619925/bin2barrel-marks
-start-of-construction-of-innovative-plastic-to-fuel-plant(2018. 7. 17. 검색)
c) http://www.ppmc-transport.org/bin-2-barrel-diesel-from-non-recyclable-plastics-inthe-netherlands/(2018. 7.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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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산물 어획량의 1/3가량은 버려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 필요할 때
■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a) b) c)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The state of the world’s fisheries”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7100만 톤으로 중국의 어류 양식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전체 수산물 생산량 가운데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비중은 2000년의 경우 25.7%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46.8%까지 증가했다.
- 그리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양식업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연
평균 성장률(각각 11.3%, 10.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주요 식량 부문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한편 FAO는 2050년에 예상되는 100억 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이 50% 증가해야
하며, 2030년까지 세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20% 이상 더 공급되어야 한다고 밝
혔다.

그림 1.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어획 및 양식 생산량)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동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생포유류, 악어, 해조류는 제외함
출처: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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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동 설비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어획수산물의 35%가량 버려지고 있다.b) c)
- 양식수산물과는 다르게 어획수산물 생산량은 1980년대 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으며, 특히 FAO
보고서에 따르면 어획된 수산물의 약 35%가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버려지는 수산물의 1/4은 부수 어획 또는 규격 미달로 주로 트롤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 개발도상국에서 어획 이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설비 및 기술이 부족하여 폐기되는 물량이다.

■ 남획 증가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수산물 비중은 감소 추세이다.a) b)
- 또한, FAO는 보고서를 통해 지중해, 흑해 또는 태평양 남동부에서 어획 어종의 2/3가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등 남획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과 개발도상국들의 수산물 손실을 지적했다.
-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는 수산물 비중은 1974년 90.0%
에서 2015년 66.9%로 감소추세인 반면, 남획된 수산물 비중은 33.1%로 증가했다.
그림 2. 전 세계 해양 수산생물 보유량 변화

출처: FAO

■ 인류 식량 확보를 위해 수산양식업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a) b)
- FAO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2억 1,000만 톤으로 2016년에 비해 18%(3,000
만 톤) 증가하고, 수산물 소비 역시 2016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획량이 정체상
태에 있어 많은 국가들은 양식업 확대를 통해 수산물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 유통개선, 수익
증가, 도시화 등이 연계되어 수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UN에서 추진하는 2030년까지 가난과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30 Agenda for 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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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 목표 달성에도 수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식업이 향후 수산물 생산과 식량 공급원으로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양식업이 식량 부족 전부를 해결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해 노력할 때이다.b) c)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양식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나, 양식용 사료에 쓰이는 원재
료를 어획수산물로부터 얻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은 양식업 발전과
정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측면일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보호단체인 Oceana의 사무총장 Gustavsson은 양식 사료로 정어리, 멸치
등 어획수산물 2,000만 톤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며, 양식이 모든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어획량 제한, 불법 조업 근절, 남획 중단을 위한 범지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개발도상국의 수산물 손실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 등 수산
자원을 보존하는 가운데 수산양식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인류의 식량을 확보하는데 수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재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전문연구원
(jhahn@kmi.re.kr/051-797-4506)

조국훈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051-797-4519)

참고자료

a) http://www.fao.org/state-of-fisheries-aquaculture/en/(2018. 7. 11. 검색)
b)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09/one-in-three-fish-caughtnever-makes-it-to-the-plate-un-report(2018. 7. 13. 검색)
c)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7/one-in-three-fish-caught-never-getseaten(2018. 7. 11. 검색)

1) 2015년 9월 유엔의 지속가능정상회담에 150개국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2030년
까지 가난과 기아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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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다 자원을 활용한 어촌 창생 주목

■ 일본은 바다 자원을 활용한 지역 창생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a) b) c)
- 일본에서도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 창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한편으로 어업 6차 산업화 추진,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과 연계한 관광, 섬 관광 발굴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한 지역 창생의 가능성들도 발견되고 있다.

■ 하기(萩), 어업 6차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창생의 그림을 그리다.a)
-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 동해에 위치한 오오시마(大島)는 어부들이 직접 어획, 가공해서 어협
을 거치지 않고 전국의 음식점에 납품하고 있다. 2011년 지역 어민60 명이 모여 ‘하기오오시마
선단환(萩大島船団丸)’ 설립하고, 2014년 ‘기브리(GHIBLI)’ 법인화를 추진하며, 낚시로 잡은 생선
을 선상에서 상자 포장해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어업인의 소득 제고와 함께 수산물 가공․판매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정부, 지자체 관계자의 시찰이 늘어날 만큼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더불어 지역 창생의 성공을 위해 지역 인재의 발굴․육성, 현지 어협과의 상생구조 구축과 지속적인
대화, 생태투어 등 여행 기획, 진주 가공․수출 등 어업 및 기타 산업을 결합한 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바다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오오시마(大島) 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

출처: http://www.nikkei.com/(2018.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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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長崎)와 아마쿠사(天草), 역사 문화 유산을 섬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b)
- 6월 30일, ‘나가사키(長崎)와 아마쿠사(天草)의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
었다. 이로서 일본은 2017년 후쿠오카(福岡)현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2년 연속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였으며 이러한 자산의 핵심에 ‘섬’이 있다.
- 16세기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1873년 금교령 폐지 이후 어촌에 세워진 일군의
교회들이 중요한 세계유산이 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섬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매력의
일본 섬을 알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기독교 관련 유산 덕분으로 오도(五島) 열도의 자연가 인근
어촌의 매력과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원령
공주’의 무대이기도 한 야쿠시마(屋久島)도 일본 최초로 등록된 세계유산이자 섬으로 삼나무, 바다
거북, 원숭이, 사슴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자연이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 관광객의 증가로 섬 관광은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지만 섬의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주민과
관계자들은 자연, 동식물, 음식물, 풍광 등 섬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마쿠사(天草)시 사기츠 천주당(崎津天主堂)

출처: http://www.tripadvisor.jp/(2018. 7. 10. 검색)

■ 사도(佐渡),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매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c)
- 2018년 4월 사도(佐渡)시는 사도시관광협회와 사도지역 관광교류 네트워크를 통합해 ‘사도관광
교류기구’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관광청이 추진하는 일본판 관광지 경영조직(DMO)로 단순한 관광
업계의 지역경영이 아니라 관광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가 번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 주민 스스로 관광 세일즈 의식을 가지고 사도의 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지역 재생
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전국 1만 6,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사도 팬클럽(사도 동그라미 클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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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 섬 관광을 위해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화폐 보급, 섬 내 자전거 공유 구조 등의
실험적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관광 자원을 돌아보는 회유의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
전체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그림 3. 사도(佐渡) 시의 여물통 배 체험

출처: https://travel.spot-app.jp/(2018. 7. 10. 검색)

윤영준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ynunbit@kmi.re.kr/051-797-4564)

참고자료

a)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2592970U8A700C1SHE000/(2018. 7. 10. 검색)
b)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MZO32454920Z20C18A6000000?channel=DF260
120166502&style=1(2018. 7. 10. 검색)
c)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2788230Z00C18A7L21000/(2018.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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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민･관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소비를 유도

■ 지속가능한 수산업은 최근 세계 수산업계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다.
- 남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수산자원,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량 등 수산업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수산업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 업계, 정부 등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미국 뉴욕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업적 어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a)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뉴욕시에서의 어업 쿼터량은 1990년대 6,000만 파운드
(약 2만 7,000톤)에서 2016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3,000만 파운드(약 1만 4,000톤)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적 어업 면허 개수도 신규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존 면허를 줄여 1990년대의
42% 수준, 즉 1,000개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 캐나다 시민단체 씨초이스(Seachoice)는 수산물 소매업체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유통하
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b)
- 캐나다의 주요 유통업체들 바이로푸드(Buy-Low Foods), 코스트코(Costco), 코업(Co-op), 월마
트캐나다(Walmart Canada)등)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유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지속가
능한’ 수산물이 무엇인지 합의된 바는 없다. 씨초이스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유통업체의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약속을 평가하는 22가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평가
결과를 신호등 시스템에 따라 발표하고 있다. 즉 적색, 황색, 녹색은 각각 구매 비권고, 구매 관심,
구매 권고를 의미한다.
- 이 성과지표는 북미의 환경단체들이 개발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비전 형성 6단계(six steps
that form the vision for sustainable seafood)’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유통업
체들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유통하겠다는 공약을 만들고, 자료를 모으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구매해오는 것(1, 2, 3단계)까지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투명한 집행과 교육(4, 5단계)에는 노력이
필요했으며 개선을 지원하는 것(6단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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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씨초이스 홈페이지의 유통업체 평가 관련 내용

출처: 씨초이스 홈페이지

■ 미국의 러브더와일드(Love The Wild, LTW)사는 책임있게 양식된 물고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영업 중이다.c)
- LTW사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적은 양식장, 무항생제 양식장, 재고 밀도가 낮은
양식장에서만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생산자 실명제, 고품질의 냉동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생산자 실명제의 경우 필렛이 들어있는 박스 뒷면에 양식업체명과 업체대표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생선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생산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처음에 시행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재 LTW사의 냉동 필렛은 미국 전역 2,7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지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leeje@kmi.re.kr/051-79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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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해어업의 54%,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최근 공해어업의 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추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a)
- 최근 사이언스 어드벤스(Science Advance)지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해어업의
약 54%는 산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산업 경제성도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 동 연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의 씨 어라운드 어스(Sea
Around Us)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 캘리포니아 대학교, 글로벌
피싱 와치(Global Fishing Watch) 등 여러 기관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연구팀에서
수행한 것으로, 공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및 어업관리와 보조금 개편 등 국제사
회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동 연구는 그간 공해어업 관련 데이터 부족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자동식별 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essle Monitoring System, VM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성자료와 기계학습 결과를 통해 확보된 3,620여 개의 개별 선박 행동, 조업 활동,
기타 특성을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하였다.

■ 공해어업은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조업국 어선의 비중이 지배적이며, 연승, 선망, 오징어
채낚기, 트롤 등 특정 어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c)
- 2016년 기준, 전 세계 공해어업에 종사한 어선은 총 3,620여 척, 연료선은 35척, 냉동･운반선은
154척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1억 3,200만 Km에 걸쳐 연간 천 만 시간을 조업하며 연간 평균
어획량은 44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가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 한국) 어선세력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9%는 연승어선이었다.
- 우리나라의 공해 어선세력은 전 세계 6위로 나타났으며, 주요 어업은 연승과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가별 공해어업 이익과 정부 보조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보조금이 어획강도 및
어획노력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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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 어선세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어업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총 어업비용은 62억
~80억 달러로 나타났다. 총 수익(양륙기준)은 76억 달러로, 중국(21%)을 포한한 상위 5개 국가(대만
13%, 일본 11%, 한국 11%, 스페인 8%) 수익이 전체의 64%로 나타났다.
- 공해어업의 전체 보조금은 약 42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일본이 전체의 20%로 가장 많은 보조금
을 지급하였고 뒤를 이어 스페인,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 공해어업의 이익은 보조금 유무와 임금 추정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이 없을 때 이익은 –3.4억~14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시 이익은 38억~56억
달러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 1. 공해어업의 경제성 추정 결과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주: 1) π는 보조금 없을 시 이익을, π*는 보조금이 존재할 시 이익을 나타냄
2) 상기 14개 국가는 공해어획량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6/eaat2504/tab-pdf(2018. 7. 13. 검색)

■ 공해어업 보조금 규모가 이익(보조금 지급 전)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해어업
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a) b)
- 전체 공해어업 보조금 42억 달러는 순이익 -3.4억~14억 달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현재 공해어
업의 수익성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보조금 유무 및 임금 수준과 공해어업 수익성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ⅰ)보조금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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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인건비가 낮은 경우에는 전체 공해어업의 19%, ⅱ)보조금이 존재하나 인건비가 높을 경우
에는 전체의 30%, ⅲ)보조금이 없고 인건비도 높을 경우에는 전체의 54%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산업 유지 또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의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산업의 필요성
과 공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어업구조조정 또는 자원관리 정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지은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참고자료

a)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6/eaat2504/tab-pdf(2018. 7. 13. 검색)
b) http://www.news.uwa.edu.au/2018061110693/international/government-subsidiesplay-key-role-profitability-high-sea-fishing(2018. 7. 13. 검색)
c)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2018/06/high-seas-fishing-subsidies-oceansscience/(2018. 7.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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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 환경 변화 중
■ 미･중 양국, 수입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이 본격･가속화될 전망이다.a) b) c)
-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65%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34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이에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위기가 시작되
었다.
- 2018년 7월 6일 양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용 로봇, 전기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위스키, 자동차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 7월 11일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본격･가속화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은 수산물 교역 환경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b) d) e)
- 미국이 중국산 기계류, 전기전자 등의 수입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중국은
대구, 명태, 연어, 넙치, 랍스터 등을 비롯한 미국산 농･수산물에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장했다.
- 중국의 관세 부과 품목(545개) 가운데 수산물 및 수산식품(171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31%로,
대부분 중국 내 보세 지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되거나, 중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중국에서 재수출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과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최근 중국 내 소비가 급격
하게 증가한 미국산 랍스터(HS 0306-02)에 대한 관세가 기존 15%에서 40%까지 늘어나면서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중국 내 소비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중국의 미국산 랍스터 수입 금액은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던 미국산 수산물이 캐나다, 러시아,
한국산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
채널 확보 등 이미 다양한 투자를 해 놓은 미국 수산물 수출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56 |

표 1. 중국의 주요 미국산 수산물 수입 품목
HS 8단위

품목명

2017년 對중국 수입금액(천 달러)

0303-12-00

기타태평양연어(냉동)

295,358

0303-39-00

기타넙치류(냉동)

183,650

0303-63-00

대구(냉동)

145,688

0306-32-90

바닷가재(활･신선･냉장)

122,903

0306-33-99

기타게(활･신선･냉장)

78,470

0303-89-90

기타어류(냉동)

74,929

0307-43-10

오징어(냉동)

61,864

0303-67-00

명태(냉동)

59,706

0306-31-90

기타바닷가재(활･신선･냉장)

43,638

0307-91-90

기타연체동물(활･신선･냉장)

40,734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6/20/pspa-keeps-close-eye-on-china-trade-as-re-exportsspared-25-tariffs/(2018. 7. 6. 검색)

■ 원료가격 하락, 수출품 대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업계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f)
- 중국이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수요 감소
로 인한 국제 대두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한국 사조해표의 이익 증가로 최근 사조해표의 주가가 급등했다.
- 또한, 171개 미국산 수산물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품 대체 등으로 인한 한국산 수산물
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한국 한성기업의 주가도 상승했다.
- 이는 무역전쟁 위기 속에서 한국 수출업계의 이익 개선 및 새로운 판로 개척 기회가 창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FTA 활용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향후 시장 정상화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f)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발효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한･중 FTA, 한･미 FTA 등 低관세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수출업계는 수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동시에, 시장 변동성 확대를 주도한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며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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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수산연구본부 해외분석센터 전문연구원
(kjy0911@kmi.re.kr/051-797-4594)

권오민 수산연구본부 FTA 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om5707@kmi.re.kr/051-79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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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
42220(2018. 7.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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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GYH6JnVqpnY4CBA—lJMJJSpbFDkYUC
JG2tY1—lcqqziCdtN4XvmSLQ==/1107158(2018. 7.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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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다랑어 이력추적 사업, 올 해 7월 말 착수
예정
■ 2018년 6월 수산식품 정상회의1)에서 나우루협정당사국(PNA)2)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MSC
인증 다랑어 이력추적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다.a) b) c)
- PNA는 전 세계 다랑어 재고량의 25%(가다랑어 경우, 전 세계 재고량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MSC에 의해 인증된 세계최대 다랑어 선망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 MSC 인증을 받은 다랑어의 이력추적에 투명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최상위 수준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 블록체인기반 수산물 이력추적의 시범사업은 이미 비안트(Viant), 트레서블(TraSeable), 씨퀘스트
피지(SeaQuest Fiji),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등의 기업 및 기관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 420억 달러 규모의 다랑어 산업에 적용될 동 블록체인 기반 이력추적 시스템은 연간 어획되는
3,500만(마리) 다랑어의 공급망과 유통･가공･생산물인증(chain of custody)에 사용되는 최대 규모
의 사업으로서 기존 시범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 글로벌 마케팅 기업 퍼시피컬(Pacifical)이 블록체인 기술력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아테이토
(Atato)와 함께 다랑어 이력추적 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a) d)
- [그림 1]에서와 같이 퍼시피컬 로고와 MSC 로고가 부착된 모든 수산물은 개별 추적코드 및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그림 1. MSC 로고(왼쪽) 및 퍼시피컬 로고(오른쪽)

출처: http://www.pacifical.com/articles.html(2018. 7. 10. 검색)
1) 2018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회의로 정식명칭은 ‘SeaWeb Sustainable Seafood Summit’ 임.
2) 나우루협정당사국(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PNA)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군도, 투발루 등 8개 주요 참치자원 소도서국(small island nations)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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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피컬은 PNA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다랑어 마케팅 기업으로서, MSC 인증을 받은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이력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 아테이토는 2017년 태국 방콕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및 IPFS3) 파일저장 기술을 퍼시피컬에 제공하고 있다.
- 퍼시피컬의 이력추적 솔루션에 아테이토의 기술력이 더해져 환경단체, 소매업자, 소비자, 인증기관
등 관련주체들은 실시간으로 다랑어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다랑어 산업에 있어 IUU 어업 및 인권남용 등의 문제 해결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e) f)
- 해양자원분석단(Marine Resource Assessment Group, MRAG)의 2016년 보고서에서 IUU어
업과 연관된 태평양 다랑어 어획량은 약 30만 6000톤으로 추정되었고, 선망어업 부분에서 이러한
불법어업 활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블록체인 기반 다랑어 이력추적의 최종 목표는 어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록의 위･변조, 인신매매,
노예노동 등을 포함하는 IUU 어업 및 인권남용을 막고자 함에 있다.
- 퍼시피컬이 선보일 블록체인 기반 이력추적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IUU 어업과 인권남용
등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고동훈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donghun.go@kmi.re.kr/051-797-454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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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FS는 Inter-Planetary File System의 약자로 데이터의 탈종앙화(decentralization)를 위한 웹 프로토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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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DNA 바코드 기술로 수산물 유통 개선

■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a) b)
- FAO의 수산물 사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라질,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수산물 허위표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사기란 판매자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를 말한다. 사기행위에는 저렴한 어종으로의 대체,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라벨링 허위표시, 모조품
판매, 불법 또는 미허용 첨가물 사용, 중량 증가를 의도한 물 주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수산물
사기는 소비자가 잘못된 가격을 지불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양보존과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초래한다.
- 수산업계에서는 수산물 사기 대응, 안전성과 신선함을 보장한 수산물 조달 등의 목적을 갖고 수산물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허위서류 작성, 현물
포장 교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DNA 바코드를 이용한다면
이와 같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 DNA 바코드는 FAO 보고서에서도 수산식품 사기의 대응방법으로 제안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분자
식별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최초 어종과 유통된 어종의 DNA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DNA 바코드로 메트로 벤쿠버의 수산물 라벨링 실태를 밝히다.c) d)
- 최근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연구진은 DNA
바코드를 이용한 수산물 사기 실태를 밝혀내 주목을 받고 있다.
- UBC 연구진은 메트로 벤쿠버(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에 있는 일반 음식점(초밥 식당
외), 초밥 식당, 식료품점에서 285개의 어류 샘플을 수집하고 DNA검사를 했다. 이 중 25%에 해당
하는 70개 샘플이 의도성 유무를 떠나 라벨링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 라벨링 오류는 장소기준으로 일반 음식점(29%), 식료품점(24%), 초밥 식당(23%) 순으로 높았으며,
어종기준으로는 도미의 허위 라벨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 조사한 허위 라벨링 수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국에서
쓰는 어종의 명칭이 상이하여 의도하지 않게 라벨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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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샘플로 분석한 허위 라벨링 상품개수(A)와 주요어종별 샘플개수(B)

출처: Yaxi Hu, Shr Yun Huang, Robert Hanner, Julia Levin, Xiaonan Lu(2018). Study of fish products in
Metro Vancouver using DNA barcoding methods reveals fraudulent labeling. Food Control, 94(2018).
pp. 38-47.

- 이번 연구를 계기로 캐나다 수산물 소비자의 구매행동의 변화와 국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정화시키
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캐나다는 세계 수산식품 생산에 있어 상위권 국가로,
EU 수출품에 대해 아주 엄격한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캐나다 자국
민들은 수출품 수준의 수산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로 방증되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DNA 바코드 이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e)
-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주도하여 2021년
까지 수산물 250여 어종의 유전자 염기서열(일명 ‘유전자 바코드’), 형태학적 구별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러므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할 시, 기술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DNA 바코드 접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채령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chaelee@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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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산분야 지원정책평가모형 구축 전문가 회의 개최

■ OECD는 수산분야 지원정책평가모형(FishPEM)을 구축 중이다.a)
- OECD 무역농업국(Trade and Agricultural Directorate)은 지난 6월 6일 FishPEM(OECD 수산
분야 지원정책평가모형) 구축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OECD는 보조금을 포함한 수산분
야의 지원 정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평가모형인 수산분야
지원정책평가모형(Policy Evaluation Model, FishPEM)을 구축 중이다.
- FishPEM은 지원정책이 과잉어업(Overfishing), 과잉능력(Overcapacity), 지속성(Sustainability,
SDG 14.6)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생물-경제 통합 모형을 도입하여 수산 지원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다.a)
- FishPEM은 경제이론에 기초한 평가모형으로 수산물의 수요･공급, 투입재의 수요･공급, 어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생산함수로 생물 모형(Schaefer model)을 가정하였다.
- 수산 지원정책으로 분류되는 수산보조금은 투입재(어선, 어선원, 유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수산물 시장(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 보조)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으로 구분하
였다.
- 어업관리정책으로는 단일어종-단일어업 가정 하의 자유어업(open acess)과 TAC 어업으로만 한정
하였다.
- 1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6개 지원정책(어선건조 및 현대화, 어선감척,
소득지원, 면세유, 어선원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자유 어업 시 보조금은 어업 노력량을 증가시켜 수산자원 감소, 수산물 생산 감소 유발,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켰다. 반대로 TAC 조건에서는 보조금이 있어도 어업 노력량
이 불변이어서 수산자원 및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생산비용을 낮춰 생산자 후생 증가,
소비자 후생은 불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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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shPEM 기본 구조

출처: 1st Fisheries policy evaluation model(FishPEM) expert meeting,(2018, 6. 6, OECD
FishPEM 전문가 회의 OECD 무역농업국 발표자료)

■ 현실의 어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 FishPEM 모델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로 현실의 어업과 지원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로 보기 어렵다.
- 현실의 어업 및 다양한 어업관리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ECD는 구축 중인 FishPEM의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하여 관련 전문가 및 회원국 간의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FishPEM이 향후 WTO 협상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FishPEM 구축 관련 논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FishPEM 구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참고자료

a) 1st Fisheries policy evaluation model (FishPEM) expert meeting(2018년 6월 6일 FishPEM
전문가 회의 OECD 무역농업국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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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수산위원회 제4차 연차회의 종료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제4차 연차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a)
- 북태평양수산위원회(The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는 북태평양 어업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태평양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태평양 공해
어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2015년 9월 공식 출범하였다.
- ‘북태평양 공해어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은 (ⅰ)연안국의 정착성
어종, (ⅱ)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강하성 어종, (ⅲ)해양포유동물, 해양파충류, 바다새, (ⅳ)
기존 국제수산관리기구에서 관리하는 해양 종을 제외한 모든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및 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해양 종을 포함한다.
- 회원국은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미국, 바누아투 등 8개국이며, 위원회는
총회와 하부기구인 과학위원회, 기술이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일본 동경
해양대학 내에 소재한다.

■ 최근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주요 이슈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어획되는 꽁치 어획량 규제
를 강화하는 것이었다.b)
- 꽁치는 일본과 러시아 연안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만, 중국, 바누아투 등 다른 나라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 외측 해역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 최근 일본의 꽁치 어획량이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는 등 동 해역에서의 꽁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중국 등에 의한 공해상에서의 남획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작년에 개최되었던 3차 연차회의에서도 꽁치의 어획쿼터(TAC)를 정하고 과거의 어획실
적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최근 어획이 늘고 있는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제4차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에서도 꽁치 자원 관리 강화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중국, 바누아투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b) c)
- 2017년 제4차 연차회의는 일본의 도쿄(東京)에서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요
이슈는 북태평양 공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꽁치에 대한 어획 규제 강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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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공해상의 꽁치 어획량에 대한 국가별 어획 상한선 논의를 추후로 미룬 채
올해는 어획량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고, 국가별‧지역별 물량은 2019년 봄에 NPFC
과학위원회에서 추정하는 자원량 결과를 바탕으로 할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그러나 중국과 바누아투가 꽁치 자원량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회원국들은 꽁치의 현재 자원량과 어획 가능량에 대한
추계 작업을 내년 봄 과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공해 자원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계속되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b) c)
-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꽁치 TAC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가 작년에 2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었
으며, 미성어가 많은 수역에서의 조업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작년보다 자원관리를 강화하는데 진전이
있었다.
- 향후에도 꽁치와 같이 공해자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팀장
(shkim@kmi.re.kr/051-79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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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틸라피아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 활발

■ 세계 틸라피아 양식생산량은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d)
- 세계 틸라피아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7%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255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매년 성장하여 2016년에는 2배 이상 높은 590만 톤을 생산했다. 세계
틸라피아 생산금액은 2007년 37억 달러에서 연평균 13.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 단위 중량당 생산가격(달러/kg)은 2007년 1.46달러/kg이었으나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2.08달러/kg을 기록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91달러/kg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세계 생산량 대비 국가별 생산량 비중은 중국(186만 톤, 31.6%), 인도네시아(119만
톤, 20.1%), 이집트(94만 톤, 1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틸라피아는 세계적인 흰 살 생선 수요증가에 따라 메기류와 함께 빠른 생산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잡식성 어류인 틸라피아는 어분 비중이
낮은 사료를 공급해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 미래 양식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1. 세계 틸라피아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동향

출처: Fishstat J, 각 년도(2018. 7. 16. 검색)

| 67

■ 새로운 시스템의 가두리 양식으로 틸라피아 폐사율을 8%까지 낮춘다.a) b)
- 브라질의 양식회사 피셔 피시쿨투라(Fisher Piscicultura)는 깊이 4.5m, 지름 12m의 원형 금속
어망 가두리를 개발했다. 가두리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력장치는 PET 병을
이용했다. 빈 가두리의 어망 청소 작업을 위해 어망을 제거할 때에는 가두리 하부의 공기 부력장
치를 이용해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 각 가두리에는 태양열 타이머가 장착된 사료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48회 자동으로 사료
를 공급한다. 이와 같은 사료 공급 방법은 틸라피아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사료를 직접 1일
3~4회 공급하는 것보다 총 사료 섭취량을 줄여준다. 사료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생산원가와 배설
물을 줄일 수 있고, 사료의 소화 정도를 높일 수 있다.
- 성장 속도에 따라 수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물 밖으로 노출되는 짧은 시간동안 틸라피아는 스트레스
를 받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폐사할 수 있다. 개발된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가두리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해 물 밖으로 꺼낼 필요 없이 수조를 나눌 수 있다.
- 일반적인 양식 틸라피아의 폐사율은 20%를 넘어서지만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8%로 나타나 평균
보다 낮았다. 개발자는 3~5% 폐사율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가치사슬 수직적 통합과 순환여과식 양식으로 틸라피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c)
- 미국 틸라피아 시장의 95%는 아시아, 중남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블루릿지아쿠아컬쳐(Blue Ridge Aquaculture)는 수직적 통합과
고밀도 순환여과식 틸라피아 양식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 버지니아의 마틴스빌(Martinsville)에 위치한 블루릿지아쿠아컬쳐는 메기 양식 및 가공 회사를 인수
하면서 틸라피아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2002년에는 생물학적 안전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친어와 부화장, 종묘장, 종자 육성 및 배양 시스템을 수직 통합하기 시작했다. 마틴 가드너
(Martin Gardner) 사업개발 이사는 “틸라피아 양식 생산에 있어 질병이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 수직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10세대에 거친 선발육종을 통해 생산에 가장 적합한 친어군을 개발했다. 2006년
부터 유사 순환여과식 양식을 통해 새우를 양식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순환여과식 양식 기술을 이
용한 틸라피아 생산의 세계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7월에는 자회사인 블루릿지아쿠아
피드(Blue Ridge Aquafeeds)를 설립하여 사료를 자급자족함은 물론 잉여 생산물을 타 양식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 틸라피아는 42,215m3의 레이스웨이(raceway) 수조에서 양성되며 마리당 800g이 되면 출하한다.
최종 수확 밀도는 116kg/m3이고 6개월의 생장기간 동안 4.2g/주의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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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FCR)은 1.6으로 낮으며 단백질이 36% 함유된 사료를 사용한다.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을
통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매일 15%의 양식용수가 교체된다.
- 블루릿지아쿠아컬쳐는 순환여과식 양식 기술을 사용한 틸라피아 양식의 경제성을 증명해 보였으며,
이 기술을 응용해 날새기(cobia), 송어, 연어,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틸라피아 원형 가두리 양식장(좌) 및 순환여과식 양식장(우)

자료: https://aquaculturemag.com/2018/07/12/new
-method-of-tilapia-farming-makes-the-old
-way-seem-square-2/(2018. 7. 13. 검색)

자료: https://thefishsite.com/articles/key-factors-in
-creating-the-largest-tilapia-ras-in-the-world
(2018. 7. 6. 검색)

■ 첨단양식기술 도입을 통해 틸라피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양식 틸라피아는 단위 중량당 생산원가가 1.91달러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생산원가를 높이는 첨단양식기술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피셔 피시쿨투라와
블루릿지아쿠아컬쳐의 예는 첨단양식기술 도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수직계열화 함으로써 안정
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세계 가공식품용 흰 살 생선에 대한 수요와 틸라피아의 높은 단위당 생산량, 낮은 어분 요구량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틸라피아 양식생산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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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랑어, 하반기 금어기 도래로 가격 상승 예상

■ 2018년 상반기 동부 태평양 해역의 가다랑어 어획량이 24.5% 감소하였다.a) c)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6월 3일까지 동부 태평양 해역에서의 다랑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29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증가하였으나, 가다랑어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13만 톤이었다.
- 이러한 어획량 감소는 갈라파고스제도에서의 지진과 기상 악화로 어획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동부 태평양 다랑어류 어획량 (2018년 1월 ~ 6월 3일)
어종명

어획량

증감률

2017

2018

황다랑어(Yellowfin)

103,491

117,148

13.2

가다랑어(Skipjack)

176,950

133,581

-24.5

눈다랑어(Bigeye)

29,933

33,667

12.5

북방 참다랑어(Pacific bluefin)

3,643

2,843

-22.0

줄삼치(Bonitos)

393

1,733

341.0

점다랑어(Black skipjack)

1,532

1,217

-20.6

기타(Other)

35

113

222.9

합계

315,977

290,302

8.1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7/09/tuna-catches-in-the-eastern-pacific-ocean-fall/(2018.
7. 11. 검색)

■ 해당 지역의 어획량 감소는 에콰도르 만타(Manta)의 가다랑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a) e) g)
- 2018년 6월 만타에서 가다랑어가 톤당 1,650달러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2017년 상반기 라니냐
(La Nina) 현상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5월 가격이 톤당 1,550달러 정도였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 또한, 해당 지역에서 7월 29일부터 2달 동안 금어기(Veda fishing closure)가 시행될 것이기 때
문에 가다랑어 어획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가다랑어 공급의 2/3를 차지하는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의 어획량도 감소할 전망이다.b) c) f)
- 2018년 6월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600달러로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다.
- 그러나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도 7월부터 10월까지 집어장치(Fish Aggregat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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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 조업금지 기간을 앞두고 있어, 어획량 감소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고 비축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림 1.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 추이

출처: http://investor.thaiunion.com/raw_material.html(2018. 07. 17. 검색)

■ 우리나라의 가다랑어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세계 가다랑어 가격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d)
-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가다랑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6% 증가한 2000톤 가량이며,
주로 중국, 대만 등에서 냉동품으로 수입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가다랑어 공급은 대부분 원양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태평양 해역에서의 금어기 시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다랑어 산업은 어획량, 수요, 가격 등에서 변동성이 크고, 전 세계적인 다랑어 자원 보호 강화
등으로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쿼터 확보 등 자원국과의 협력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백준혁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sky3422@kmi.re.kr/051-79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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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산물 생산 확대 정책이 세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을 넘어서다.a)
- 최근 중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돼지고기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
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으며,
이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 역시 향상시켜준 요인이 된 것이다.
- 홍콩대학의 Yvonne Sadovy 교수는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보다 더 비싼
해산물을 살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였으며, “중국인들에게 수산물은 가격이 높아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회와 결혼식에도 자주 활용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라며 이후에도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미래 수산식품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 확대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b)
- 중국은 14억 명의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원활한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관련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 이에 중국은 일찍이 수산물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심에는 원양산업 육성정책
과 양식산업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 하에 원양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양식산업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 제1의 수산물 생산국
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 중국의 원양 및 양식산업 육성정책이 세계 어족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a) b) c)
- 중국은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어선 선단 확장은 물론 연료 보조금을 통해 해당 선박들의 세계
각지 진출을 돕고 있다. 그린피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선은 2012년 1,830
척에서 2014년 2,460척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1)
-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원양어선 선단의 확장이 어족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자국 연안은 물론 세계 각지의 공해로 나아가 공격적인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의 경우 오징어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
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014년 기준 중국의 원양어선 2,460척의 규모는 미국의 10배에 해당하며,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3,500여 척의 원양
선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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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의 양식산업 육성정책은 양식 어류를 먹이기 위한 사료로 많은 양의 자연산 수산물을 필요로
한다. 양식 가치가 높은 수산물은 육식성인 경우가 많아,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획물이 사료로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생산 확대에 기반하여 수출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d)
- 중국의 수산물 생산 확대는 교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은 국가
별･품목별 비교우위에 입각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2)
- 수출 시장을 살펴보면, 2000년~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노르웨이･태국 등 시장을 주도하던 국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9년~2014년에 접어들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제1위 수산물 수출
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수입시장은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반면, 수출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교역 시장은 중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교역 구조 및 이행 경로

2000년~2008년

2009년~2014년

주: 세계 교역액이 크게 감소했던 2009년을 중심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함
출처: KMI 기본과제(2017-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26p~27p 참조

■ 중국의 세계 수산 시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도 생산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a) b) c) d) e)
- 중국은 원양 및 양식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문제는 중국의 위상 증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있어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2) 2000년~2014년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계 교역
시장은 비교우위에 입각해 양극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수출 시장은 특정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심에는 중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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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생산 우선 중심 정책은 규모화 등에 기인해 효율적인 자원 생산 및 해당 국가로의 자원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원의 의존성을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험 정도는 국가 간의 부존자원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높은 교역 의존성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 그러한 사례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1973년, 1979년)와 세계 곡물 위기(2008년)를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격 변동은 큰 위협이
되었다. 특히 세계 곡물 위기는 오일쇼크와는 달리, 식량 보유국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었음
에도 수급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했던 위기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급의 어려움은
양식산업의 발전 등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우리는 중국의 대내외적인 확장에 대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 발전을 통한 생산 기반 확장은 물론, TAC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주변국과의
협력, 수급 위기를 탐지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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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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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s-minister-1.746021(2018. 7.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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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육산업, 훠궈용 어육제품 소비 증가에 따라 빠르게
확대
■ 중국 어육산업, 경제 발전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a) b)
- 중국의 경제 발전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어육제품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자국 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육제품의 소비 형태가 명절 소비품에서 일상 소비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 냉동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4년 중국 냉동식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4%가 증가한
782.3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냉동 어육제품은 냉동식품 중 뒤늦게 떠오른 스타 제품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2015년의 동 제품 시장 성장율은 연평균 16.9%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산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중국 냉동 어육제품 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출처: 화태증권(华泰证券), ⌜어육제품 산업 심도 보고서(鱼糜行业深度报告)⌟, p5, 2017

■ 산업화는 늦으나, 최근 훠궈용1) 냉동 어육제품에 대한 소비 증대에 따라 중국 어육제품
산업이 황금기에 접어들었다.a) b)
- 중국 냉동 어육제품 산업은 1990년도 초에 시작되었다. 1998년 민영기업이 진입하면서 냉동 어육
제품의 주요 판매 지역이 연해지역에서 내륙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 소비 습관 변화
및 빠른 생활 패턴으로 인해 냉동 어육제품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황금기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중국 소비자가 훠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훠궈용 냉동 어육에 대한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야채, 고기, 해산물, 면류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데쳐먹는 중국식 전통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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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어육제품 산업화 현황과 시장의 특징
구분

발전 단계

특징

1991~1998

발전 초기

대만 기업 혹은 대만 출자기업이 많으며, 대표 업체는 하이바왕(海霸王)임.
주요 판매 지역은 푸젠성, 광둥성 등이며, 제품 용도는 훠궈용으로 단일함

1998~2005

발전 중기

중소 민영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 국내 내륙 업체가 많아지고, 판매 지역은 확대되었음.
제품 용도는 아직도 훠궈용이 더 많은 시장 비중은 차지함

2005~현재

고속 발전기

소비자가 냉동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저장성과
산둥성 등 지역의 업체도 진입하기 시작함. 가격은 대중화가 되면서 업체가 제품 혁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

출처: 화태증권(华泰证券), ｢어육제품 산업 심도 보고서(鱼糜行业深度报告)｣, p4, 2017

■ 중국의 어육제품 소비, 지역별 소비 구조에 차이가 존재한 만큼 우리 어육 수출업체의 주의
가 요구된다.a) b)
- 중국의 넓은 땅에서 형성된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어육제품의 소비시장 구조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어육 소비 역사가 긴 연해지역(화남권역, 화동권역, 화북권역 등)의 소비자는 강한 브랜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내륙 지역 소비자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만큼 우리 어육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표 2. 중국 지역별 어육 소비시장 현황 및 소비자 특징
구분

시장 현황

소비자 특성

푸젠성,
광둥성 동부지역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개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고급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제품 세분화가 잘 되어있음

제품에 대한 판별력 및 브랜드 충성도가 높음

화동권역
(상하이, 장쑤성 등)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하며, 고급
제품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가 제품 판매가
부진함

제품에 대한 판별력 및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임

화남권역
(광둥성, 광시성 등)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편이지만, 양분화가 심함.
대형마트에서 고급 제품이 판매되며, 농수산시장에서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함

가정을 단위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임. 주요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함

화북권역
(베이징, 톈징 등)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제품이 다양하지만 저･중급
제품이 많음

소비자 선택이 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

화중권역, 서부권역,
동북권역
(내륙 지역)

내륙시장으로 제품이 다양하지 않으며 냉동 어육제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

가격을 우선시하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음

출처: 화태증권(华泰证券), ｢어육제품 산업 심도 보고서(鱼糜行业深度报告)｣, p4, 2017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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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성장 중인 아랍에미리트의 할랄시장
■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a)
-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음료를 의미하며, 무슬림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수산물의 경우 유독성, 중독성 및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할랄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 20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 수 증가와 할랄 식품의 안전성에 따른 선호도 증가로 할랄 식품
시장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2,92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지속
적인 성장으로 2019년에는 2조 5,3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글로벌 지식정보 컨설팅기업 톰슨 로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지출이 2014년 1조 1,28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1조 8,585억 달러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할랄 관련 식품 및 여행, 패션, 미디어와 오락,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를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부문의 지출은 2014년 1.8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
었고, 오는 2020년 2조 6,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처럼 할랄 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장률은 할랄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할랄 기준 및 과정이 보편적 원리와 이슬람
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 업계가 아직 통일된 보편적인 결정 기준과, 모든
것을 망라하는 통일된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 300여 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할랄 인증기관으로는 아랍
에미리트의 ESMA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의 MUIS가 꼽히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기관별 할랄 인증 기준이 상이하며, 교차인증 허용도 제한적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정부 주도하에 할랄 인증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UAE)의 할랄 제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a)
- 이처럼 할랄 산업과 할랄관련 사업을 세계 각지에서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표준화, 규정 준수, 공급망, 혁신, 연구 개발, 소비자 교육 및 인식 부분에 있어 구조적 및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할랄 마크에 대한 의무 기준을 개발
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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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는 2014년부터 할랄 제품 및 할랄 인증에 대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회사가 에미리트 표준화 및 계량기구(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sation
& Metrology, ESMA)에 등록된 할랄 인증 기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 수년 동안 ESMA는 양질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관행 및 지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왔다. 즉
ESMA는 할랄 제품에 대한 기본 사항, 인증 등 할랄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다수의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할랄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두바이에서 론칭하다.b)
- 지난 5월 14일,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지구(Dubai Airport Freezone, DAFZA)에서 할랄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할랄체인(HalalChain)'이 론칭되었다.
- 이 행사에 외교인사, 정부 고위관계자, 블록체인 전문가, 할랄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할랄 블록체인이 전 세계가 당면한 할랄 인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할랄 인증 문제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증 시스템의 부재, 할랄 제품에 있어 부정확
하고 거짓된 데이터, 원자재에 대한 열악한 규제 환경, 할랄 식품을 컨트롤하기 위한 중앙 시스템
관리 등이 거론되었다.
- 양쪽 거래 당사자들 간 주고받은 원장을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검수할 수 있게 된다면 ‘할랄
체인’은 할랄 식품은 물론 의약품, 화장품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할랄 인증과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모든 공급체인을 포괄하는 공급라인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할랄 산업에 발맞추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할랄 인증에 대한
새롭고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등 할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세계적 할랄 산업 트렌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할랄 인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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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수산정책 방향 발표

■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어업정책은 큰 변화 앞에 섰다.a)
- 지금까지 영국을 포함한 EU의 모든 국가의 어업정책은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에 기반한 어획할당량, 어업인 지원, 수산물 관세 등이 규정되었는데, 영국은 자국의
어업이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EU의 CFP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영국의 어업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당시 영국의 어업정책 방향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잔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전망되었다.
- 첫째는, 영국의 어업정책이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브렉시트의 7개 조항 중 유럽
연합국의 공동수역에서 영국이 현재 쿼터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이 포함되었고, 유럽의회에서는 영
국의 EU로의 수산물 수출을 위해선 기존의 CFP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로서 영국의 어업정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 이는 영국이 EU 단일시장 잔류를 포기하더라도 CFP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어업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 2018년 7월 4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어업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했다.b) c) d)
- 최근 2018년 7월 4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로운 어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Sustainable Fisheries for Future Generations) 보고서를
발표했다.
- 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 해역에서는 EU회원국들이 타 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의 약 8배를
어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의 영국 어업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CFP에 따라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브렉시트 이후 어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현재 영국 어업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개선과 ‘공정한 배분’이다.
- 영국의 환경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향후 영국은 수산자원의 건강한 수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매년 수립되는 수산자원 보고서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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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획할당량을 정하고, 어선별 자체 쿼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우리는 EU를 떠날 때 우리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어부들이 타 수역에 부당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섬 국가로서 어업은
우리 지역 공동체의 생명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어업을 구축하여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업계는 위의 가이드라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b) c) d)
- 전국 어업인 조직(National Federation of Fishermen’s Organisation)의 대표인 배리 데아
(Barrie Deas)는 이번에 제시한 광범위한 비전은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업계 및 의회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 스코틀랜드 어업인 연합(Scottish Fishermen’s Federation)의 대표인 버티 암스트롱(Bertie
Armstrong)도 위의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며, 향후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위와 같은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끝으로 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10주간의 협의를 통해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황규환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ghhwang@kmi.re.kr/051-79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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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폐수배출 관련 조항 강화

■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해양으로 배출된 폐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a) b) c)
- 2017년 11월, 사진기자 태비쉬 캠벨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연어 가공업체의 파이프에서
쏟아져 나오는 붉은색 배출수를 촬영하였다. 이와 함께 배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검출되었다고 밝히며, 이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에 대한
검사를 촉구하였다.

그림 1.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연안으로 배출중인 폐수

출처: https://vancouversun.com/news/world/sample-of-b-c-farmed-salmon-blood-water-tests-positivefor-virus-critic(2018. 7. 10. 검색)

- 이를 계기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수산물가공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허가조건 준수, 오･폐수 시료
수집 및 검사, 최적 기술을 이용한 배출수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수산물가공업체 72%가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은 간판
미부착 등의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마린하베스트공장에서 2017년 6월~2018년 1월 기준치를 초과
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등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 배출 사항도 나타났다.
- 환경･기후변화 전략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어류의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수십 년 전 허가 기준을 통해 운영된 수산물가공업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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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① 배출 요건 강화 및 추가 모니터링 등을 통한 기존 환경보호조항 개정, ② 수산물가공업체의 표준
운영절차 검토를 통해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오･폐수 관리･감독 강화, ③ 관계부처에서 배출수
제한 및 갱신할 때 최적가용기술(best achievable technology)을 고려, ④ 가공업체와 하수도
처리시설을 연결해 배출수를 처리하는 방안과 같은 대안 모색 요구
- 주정부에서는 이번 권고안 이행을 위해 수산물가공업계, 어민공동체, 연방정부 및 기타 조직과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다.

■ 국내에서도 오･폐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d) e)
-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양으로의 오･폐수 방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일례로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도내 업체에서 1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대전에서는 5-6월까지 환경보전법을 위반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 6곳을 단속하였다.
-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행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이 상당하다.
-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명단공개, 사업장 폐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
-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폐수배출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김우솔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kws1324@kmi.re.kr/051-797-4528)

참고자료

a) https://vancouversun.com/news/world/sample-of-b-c-farmed-salmon-blood-water
-tests-positive-for-virus-critic(2018. 7. 10. 검색)
b) https://www.thestar.com/vancouver/2018/07/05/bc-promises-stronger-rules-for-fish
-processing.htm(2018. 7. 11. 검색)
c)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7&id=98183&l=e&sp
ecial=0&ndb=0(2018. 7. 10. 검색)
d)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853(2018. 7. 13.
검색)
e)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064(2018. 7.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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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왕오징어 어획규제 및 자원관리 강화 전망, 향후
오징어 가공원료 수급 차질 우려
■ 올해 초 칠레, 페루, 에콰도르 3국, 대왕오징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a)
- 2018년 1월, 페루, 에콰도르, 칠레의 어업인들은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산하의
실무그룹으로서 남태평양 대왕오징어1)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위원회(CALAMASUR)2)를 조
직하기로 합의하였다
- CALAMASUR는 페루, 칠레, 에콰도르의 영세 어업인, 연구원, 수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왕오징어 어업에 대한 설계와 이행계획 수립, 생물학적․환경적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남태평양 대왕오징어의 분포 해역에 적용 가능한 자원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페루, 칠레에서 대왕오징어는 어업과 냉동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향후 공해
및 관할수역에서의 자원관리와 어획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a)
- 대왕오징어 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는 페루 국립수산양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lfonso
Miranda Eyzaguirre가 내정되었는데, 그는 페루와 칠레 해역에서 대왕오징어 자원의 감소가 심각
함에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특히 그는 “페루에서 대왕오징어는 영세어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냉동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임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왕오징어 자원의 보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오징어의 생물학적, 어업적, 생태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남태
평양 공해(international waters)에서 대왕오징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것
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향후 대왕오징어 관리위원회에서는 공해에서의 대왕오징어 어업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할수역 내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을
하는 외국 국적 어선에 대해서도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는 영문명으로 통상 Giant squid 또는 Jumbo squid로 불리며 학명은 Dosidicus gigas 이다.
2) The Committe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Southern Pacific Giant Squid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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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왕오징어 사진

그림 ２. 대왕오징어 가공 관련 사진

출처: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6&id=95864&l=e&special=&ndb=1
http://www.fis.com/fis/tradingmarket/Read.asp?sector=processing&id=308254&id_reply=308254&image=&
scrollaction=&monthyear=&day=&l=e

■ 최근 우리나라는 오징어 생산이 급감하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의 상당 부분
을 칠레와 페루산 대왕오징어에 의존하고 있다.b) c)
- 최근 우리나라는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을 통한 오징어 생산이 급감하면서 냉동오징어 수입이 급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약 40만 톤(연근해 23만 톤, 원양 17만 톤)에 달하던 오징어 생산량은
2017년 약 13만 톤(연근해 8.7만 톤, 원양 4.6만 톤) 수준까지 급감하였다.
-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냉동오징어 수입도 급증하였다. 2017년
냉동오징어 수입량은 약 7만 8,000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냉동오징어 수입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 및 냉동오징어 수입량 추이

출처: 통계청 KOSIS(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07. 15. 검색)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8. 0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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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수입 냉동오징어의 절반 이상이 페루, 칠레산으로, 업계에 따르면 이
물량의 대부분이 대왕오징어 가공품(몸통, 지느러미, 다리 절단품)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냉동오징어 수입현황
<단위: 톤, %>
구분

전체 수입량

칠레 수입량

페루 수입량

2개국 수입 비중

2005년

17,705

1,110

6,604

43.6

2010년

25,753

6,696

10,463

66.6

2015년

46,824

21,622

15,138

78.5

2016년

50,908

28,283

9,141

73.5

2017년

78,020

28,708

11,853

52.0

주: 냉동오징어의 HS 코드는 2016년 이전은 0307491020, 2017년은 0307432010 및 0307432090임. 현재 대왕오징어
만의 HS 코드가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관계로 전체 냉동오징어 수입량, 그리고 대왕오징어 수입이 대부분인 칠레, 페루
수입량을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8. 07. 15. 검색)

■ 라니냐에 따른 생산 감소, 어획 규제 강화 시 대왕오징어 수입 차질 우려, 국내 오징어 가공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요구된다.d)
- 2017년 말에 라니냐3)로 인한 급격한 수온 변화로 남미지역 대왕오징어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공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이같이 라니냐의 지속적 발생, 대왕오징어 관리위
원회의 어획규제 및 자원관리 강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왕오징어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국내 오징어류 수급 및 가공산업에 있어서 수입산 대왕오징어가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징어 수입국의 다변화, 페루․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수산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왕오징어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헌동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팀장
(lhd7729@kmi.re.kr/051-797-4543)

참고자료

a)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6&id=95864&l=
e&special=&ndb=1(2018. 7. 13. 검색)
b) 통계청 KOSIS(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7. 15. 검색)
c)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8. 7. 15. 검색)
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11/16/peru-chile-aim-new-giant-squidmanagement-plan-to-address-overfishing/(2018. 7. 15. 검색)

3) 라니냐(La Niña)는 ‘여자 아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로, 열대 지방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열대 중부지방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에 비해 섭씨 0.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될 때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B%8B%8
8%EB%83%90), 2018. 07.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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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관세 전쟁, 해운시장 타격 전망

■ 미국, 중국, 유럽 간의 무역관세 전쟁은 이미 수요부진과 고유가로 고전하고 있는 세계 해운
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a)
- 매년 4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운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인수･합병을 통해 해운시장이 일부 선사들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사
들은 순익 악화 경고를 내놓고 있으며 운항 감축에도 들어갔다. 또한 예정된 기업공개를 취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 미국이 지난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a)
- 미국의 저널 오브 커머스(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로 중-미 간 컨테
이너 무역 거래의 약 6%를 차지하는 엔진, 의료장비, 반도체 및 기타제품에 적용된다.
- BIMCO의 피터샌드 해운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는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어 해운시장이 악화
될 것이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산 대두를 운송하는 벌크선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a)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이자 미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미국
은 지난해 140억 달러 상당의 대두를 중국에 수출했다.
- 싱가포르의 한 중개인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다.
-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은 “관세전쟁 초기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 이는 세계 무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세전쟁은 해운산업 회복에 대한 희망을 종식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a)
- 연말 연휴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계 항만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운사들은 유가 상승
으로 연료비가 전년대비 최대 50% 상승한 반면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로 운임은 5% 넘게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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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항만인 LA 항만청(PLA)은 LA항으로 드나드는 화물의 15%가 이번 관세조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머스크와 MSC는 지난 달 태평양 항로 운항 서비스
일부를 취소하고 선박 6척을 감척했다.
- 하팍로이드는 지난 6월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 일반화물(General Cargo) 운송사인 굿벌크(GoodBulk)는 최근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나스닥
기업공개(IPO) 계획을 취소했다. 굿벌크는 이에 대해 “미-중 관세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누구도 해운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전쟁이 미-중 간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중국은 미국 원유 수출의 1/4을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다. BIMCO에 따르면, 지난 해 1~10월 유조
선을 통한 미국의 對 아시아 및 유럽 원유 수출은 전년동기비 150% 급증한 바 있다.
- 유조선 24척을 소유한 한 그리스 선주는 “미-중 원유 운송에 운영하는 대형 유조선(VLCC)의 상
당수가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 새로운 원전을 찾을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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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wsj.com/articles/trade-tariffs-could-push-shipping-to-the-edge-1531
159351(2018.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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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신조선 발주 규모는 2016년 이래 최저치
기록
■ 2018년 1분기의 신조선 발주 규모는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분기에
는 201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a)
- 2018년 초반부터 1분기까지는 건화물선과 LNG 탱커 시장을 포함한 선박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에 따라 신조선의 발주가 100억 달러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이번 2분기에 들어 신조 발주규모는 201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투자자들이 선박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투자관점과 조선소의 신조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최근 신조수량과 금액의 증감추세

출처: Vessels Value; Hellenicshippingnews.com,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10-billion-usd-spent-on-newbuilds-in-h1-2018/(2018. 7.
5. 검색)

■ 일부 선종의 대규모 신조발주는 선령이 높은 선박량과 상쇄되는 수준에 있으며, 신조발
주의 둔화로 선박 과잉발주의 문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a)
-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과 같은 일부 선종은 여전히 다량의 신조발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발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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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은 해체를 앞두고 있는 노후선박들의 수량과 상쇄되는 수준에 있다.
- 신조 발주의 둔화로 현재 선박 과잉발주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까지 신조발주 규모가 40~80조 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령이 낮은 선박의 가치 또한, 하락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국제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세분쟁으로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 등은 선대의 배치계획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해상운송 시장은 최저점 또는 약간의 개선된 수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선복량의 감소와 우기의 영향으로 선박해체 작업도 둔화되고 있다.b)
- Clarkson Platou Hellas의 주간보고에 따르면, 최근 선복 공급량의 감소와 남아시아 지역의 환율
약세의 영향으로 선복해체 작업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선박재활용 중개업체인 GMS 또한 여름 우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선박
해체의 수요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전통적으로 우기에는 고철의 절단을 포함한 일련의 선박 해체작업이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고
용된 인력들이 작업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감에 따라 선박해체시장은 비수기를 형성해왔다.
-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고도 7월 초의 경우에는 선박해체 작업장이 대다수 위치한 남아
시아 지역의 환율 약세와 지역의 판금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선박해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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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관세부과로 인한 VLCC 선박의 톤-마일 축소 우려 확대
■ 유조선 업계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형 원유 탱커(VLCC), 대형 LPG 운반선
(VLGC) 시황에 대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a)
- 중국이 미국산 수입 원유 및 LPG에 대해 보복 관세를 발동할 경우 중동을 통한 조달 물량이 늘어
나면서 해상운송의 톤-마일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정부는 6월 21일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발 상품을 공표하면서 미국의 주력 수출
품인 원유와 LPG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 중국의 관세부과 1단계 발효는 7월 6일로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발동되고, 2단계 발효인
원유, LPG 가스 등 114개 품목에 대한 발동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미국은 셰일가스 증산에 따라 2015년 원유 수출을 해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대중국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다.a)
-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8164만 배럴(약 1102만 톤)로 전체 원유 수출물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3월 미국의 대중국 원유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3,215만 배럴(약 434만 톤)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 이처럼 미국의 대중국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이 수입처를 기존
미국에서 중동으로 변경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 발동 이후 중국은 아라비아, 러시아, 북해 등으로 조달처를 변경
할 가능성이 높다.a)
- 미국 걸프-중국 간 항행거리는 1만 300㎞인데, 중동-중국 간은 5,900㎞로 톤마일은 40%나 감소
하게 된다.
- 미국 액체화물 전문 브로커인 Poten & Partners에 따르면, 미국 걸프-중국 항로에는 월 5~6척의
VLCC가 투입되고 있으며, 미국 걸프-중국 항로에 주로 투입되는 VLCC 선형은 현재 Aframax(12만
톤)이다.
-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둔화되는 한편 미국-유럽 간 Suezmax(12만~20만 톤), Aframax 선형
을 통한 원유 수송은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 미국은 중국 수출물량 감소시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국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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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VLCC 시장으로의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a)
- 원유 물동량 전체로 보면 미국-중국 간 볼륨은 크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분석
이다.
- 또한,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경우 상호 간의 관세 부과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VLCC 시장 등 해운시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
- 무역분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는데 미국의 중국으로의 LPG 수출은 셰일혁명을 배경으로 2014년
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8% 늘어난 5,380만 배럴의 실적을 기록
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LPG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 민간용 가스나 석유화학제품 원료 용도로 수입하는 수요 증가로 중국의 미국발 LPG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단계 발효 시 해운시황의 악화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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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0595(2018. 6. 28. 검색)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 2년간의 주요 변화 분석과 영향
■ 파나마운하는 1914년에 최초로 완공되었으며, 통과능력의 한계와 선박들의 대형화에
봉착하여 2016년 6월 새롭게 확장되어 개통되었다.a) b)
- 파나마운하는 통항량의 증가와 선박 대형화로 점차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세계적 정기선사인 머스크사가 아시아/북미동안 서비스에서 파나마운하 경유를 전격적으로 중단하
였다.
- 파나마정부는 운하의 확장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박 대형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운하를 새롭게 확장하게 되었다.
- 운하의 주요 시설인 갑문(chamber)의 사양이 대형화됨에 따라 통과 가능선박이 이전에는 폭
32m 길이 295m 흘수 11.7m에서 확장 후에는 각 49m, 366m, 15m로 개선되었다.

■ 파나마운하 확장개통으로 통과 선박이 대형화되는 한편 미국 동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LNG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c)
- 파나마운하 통과 선박들의 평균톤수(net tonnage, 파나마운하청 기준)는 2015년 2만 4,500톤에서
2016년 2만 5,000톤, 2017년 2만 9,750톤으로 증가되었다.
- 파나마운하 통과 선박들의 총 순톤수(net tonnage, 파나마운하청 기준)는 동기간 3억 4,000만
톤에서 3억 2,900만 톤, 4억 300만 톤으로 늘어났다.
- 운하 통과에 따라 선사가 지불해야 하는 통항비는 동 기간에 19억 9,200만 달러에서 19억 3,300
만 달러로 소폭 감소 후에 22억 3,600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 통과 선박수는 동 기간 1만 3,874척에서 1만 3,114척, 1만 3,548척으로 감소되었다.
- 통과 선박량의 증가는 아시아/미국 동안 항로, 미국 동안/남미 서안 항로, 남미 동안/중남미 서안
항로 등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대륙 간 교역 항로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표 1. 파나마운하 확장개통 이전과 이후의 통항량 비교
구분/연도

2015

2016

2017

통항 선박수(척)

1만 3,874

1만 3,114

1만 3,548

통항 비(백만 달러)

1,992

1,933

2,236

통항 선박량(백만 순톤)

340

329

403

평균 톤수

2만 4,506

2만 5,008

2만 9,746

출처: 파나마운하청(Canal de Panama) 홈페이지,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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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해운에서는 (구)파나막스급(약 3,000∼5,000TEU) 선박들이 아시아
역내 항로, 유럽역내 항로 등으로 전배되면서 해운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d)
- 예로 동북아역내(Intra Far East) 항로에서 4,000∼5,099TEU 선박 척수는 2016년 6월 71척에
서 2017년 9월 119척, 2018년 4월 143척으로 증가되어 역내 해운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또한, 동 항로의 평균선형은 동 기간 1,521TEU에서 1,600TEU, 1,621TEU로 대형화되고 있다.

■ 아시아발 파나마운하 경유 미국 동안 항로의 출발지도 홍콩항에서 싱가폴항까지 확대되어,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 간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a)
- 싱가폴항 출발 아시아/파나마운하/북미 동안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주당 서비스 수)는 2016년
1월에는 없었으나 2017년 1월 5회, 2018년 1월 2회 등으로 싱가폴이 새로운 기점 항만으로 부상
하고 있다.
- 정기선사들은 홍콩항 서쪽 지역인 싱가폴과 베트남 카이맵항 등의 항만 기항 서비스를 연료비,
항비, 용선비 등을 고려해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사들을 유치하려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 싱가폴항만 중심 파나마운하 경유 총 운항거리(싱가폴-호치민-홍콩 경유 가정)는 1만 2,747마일
인 반면에 수에즈운항 경유시 총 운항거리는 1만 573마일로 나타났다.

박용안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yapark@kmi.re.kr/051-79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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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쇄빙선 수요 확대와 함께 극지해역 산업의 활성화
기대
■ 쇄빙선 수요 확대에 따라 극지해역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a) b)
-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쇄빙 LNG선의 첫 북극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의
건조를 위해 3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기존 선박의 경우 북극 항해시 소형 쇄빙 선박을 활용함에 따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번 야말(Yamal) 프로젝트 가스 물량 수송을 위해 최대 2.1m(7ft) 두께의 얼음을 부
수며 운항할 수 있는 쇄빙 LNG선을 도입함으로서 북극 개발 및 산업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노후화된 쇄빙선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쇄빙선 확보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이를 위해 3척의 선박에 대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다비에 조선소(Davie
Shipbuilding)는 설명했다.
- 이는 캐나다의 오대호(Great Lakes), 세인트 로렌스 강(Saint Lawrence), 사게네이 강(Saguenay)
등 캐나다 동부 해역에서의 쇄빙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이 후 2025년
까지 선박배기가스 배출을 고려하여 최신 추진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쇄빙선 배치가 필요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 친환경 쇄빙 크루즈선 건조를 위해 GTT-VARD간 LNG 연료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
했다.c)
- 최근 GTT는 프랑스 크루즈회사인 포낭(PONANT)의 쇄빙 크루즈선박용 LNG 연료 탱크 공급을
위해 노르웨이 조선소 바드(VAR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인도 예정인 이 선박은 LNG 연료 추진을 이용한 최초의 전기 하이브리드 쇄빙 크루즈선
으로, GTT의 Mark III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하여 LNG 연료 탱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 LNG 저장운송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GT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의 지속가능한 운항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LNG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97

■ 미국 해양경비대(USCG), 쇄빙선 건조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d)
- 미국 해양경비대(USCG)는 극지해역 운항을 위한 새로운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로리다 서부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쇄빙선 건조는 볼링거 조선소(Bollinger Shipyards)의 미국 플로리다주 서부 해안에 위치한
탬파만 조선소(Tampa Bay Shipyard)에서 진행되며, 대형급(heavy icebreaker) 3척, 중형급
(medium icebreaker) 3척(잠정) 건조가 예정되어 있다.
- 현재 미국 해양경비대는 2000년에 건조된 중형급 쇄빙선 1척과 1976년에 건조된 대형급 쇄빙선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쇄빙선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극지해역 선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볼링거 조선소(Bollinger Shipyards)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1,000개 이상의 조선소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작업 규모 및 범위에 따라 2035년까지 대형 및 중형 쇄빙선
건조를 위한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Tampa 지역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rpark@kmi.re.kr/051-79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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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maritime-executive.com/corporate/gtt-vard-on-contract-for-supply-of
-lng-tanks-for-ponant-icebreaker#gs.NT9ImnQ(2018. 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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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원의 날, 선원들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선원들의 해상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다.a)
-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선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올해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선원들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과 선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집중하였다.
- 국제해사기구는 선주 및 관련 사람들이 어떻게 선원들에게 좋은 작업 환경을 선상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해시 태그(#Support Seafarers
Wellbeing)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 그 외에도 선원들에게 해시 태그(#Good Dayat Sea)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및 상황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림 1.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해시태그 사용의 예

출처: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55589/day-of-the-seafarer-mental-wellbeing-in-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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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선주 및 관련 단체들은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별도의 웹 페이지를 개설하고 선원
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a)
- 유럽연합 선주 협회(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 영국 상공회의소(UK
Chamber of Shipping), 네덜란드 선주협회(Royal Dutch Shipowners Association)는 선원들을
위해 정신 건강 자선 단체, 사제(Chaplain)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에 대해 안내하는 웹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 2018년 영국 상공회의소와 선원 무역조합(seafarer’s trade unions)은 선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선사와 함께 선원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기 시작하
였다.
- 영국 상공회의소의 대변인 조나단 로버츠(Jonathan Roberts)씨는 해상에서의 경력은 엄청난 전망과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업계에 커다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항해에
종사하는 일이 선원들을 고독하고 혼자 고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선원들을 위한 웹 페이지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선원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유럽연합 선주협회 사무총장, 마틴 도르스만(Martine Dorsman)씨는 항해에 종사하는 일은
독특한 직업 중의 하나이며 선주는 험난한 바다라는 환경에 종사하는 고도로 숙련된 선원들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고 사람을 이송하는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차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jinlee@kmi.re.kr/051-79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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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g-in-focus/(2018.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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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북극 베링해협에 상호통항로 승인
■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선박 통항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협이 높아
지고 있으며, 특히 베링해협과 같이 지리학적으로 병목지대인 곳에서 그 위협이 더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a) b) c)
- 베링해협은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추코치 반도를 잇는 약 50마일의 해역으로 북동항로나 북서
항로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하는 중요한 길목이며, 지난 수십 년간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이곳의
선박 통항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 아직까지 이곳에서 기록된 선박사고는 거의 없지만, 선박 통항량의 증가는 이곳의 민감한 해양환
경에 의존하는 많은 멸종위기종과 이곳 생태계에 의존하여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원주민 사회에
위협요인이 된다.
- 베링해 동부해역의 평균 수심은 약 6~75미터 정도로 낮고 해도도 오래되어서 사고 위험이 높다.
-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북극해 얼음이 점차 없어지면서 선박에 대한 북극 해양포유류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베링해협과 캐나다 동북부 해역과 같이 지리학적으로 병목지대인 해역에서
선박이 해양포유류에 가하는 위협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해역에 위치한 베링해와 베링해협에서의 해양안전사고와 환경
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IMO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에 제안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 북극해에서 경제적 활동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극지해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항로 안전설정 조치를
승인했다.a) b)
- 지난 5월 개최된 제99차 IMO 해양안전위원회의 회의에서 베링해와 베링해협의 선박 통항량 증가에
따른 잠재 선박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6개의 상호통항로(two-way
routes)와 6개의 주의해역(precautionary area)의 지정이 승인됐다.
- 또한, 알래스카의 누니바크(Nunivak) 섬, 킹(King) 섬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섬 등
이 3개 섬 주변은 접근경계지역(areas to be avoided)으로 지정됐다.
- 상호통항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톤수 400이상의 모든 국내외 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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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발적 적용이 권장되며, 기존 이곳의 선박 항행패턴을 반영하여 설계했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 또는 해운에 대한 영향이 적을 예상이다. 또한, 상업어선이나 자급자족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그림 1. 2014~15년도 400GT 이상 선박운항 데이터(어선 제외)

출처: IMO NCSR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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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MO 베링해 및 베링해협 항로 안전설정 조치

출처: IMO 베링해 및 베링해협 항로 안전설정 조치(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imo-authorizesnew-bering-sea-routing#gs.YYu1kY0)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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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사이버 공격 대응책 마련 필요

■ 사이버 공격은 해양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공격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a)
- 안전은 해양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사고, 부상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투자에 나선다.
- 그런데도 해양산업은 해킹, 데이터 절도, GPS 스푸핑 및 방해, 유령선적, 악성코드 피싱 및 랜섬
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준비가 미비한 편이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특히, 해운업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b)
- 첫째, 다른 환경에서 운항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있으며, 이 선박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으며, 운영체제들이 대부분 오래되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함을 드러낸다.
- 두 번째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동적이므로, 선박의 경우 승무원들이 익숙
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실수가 사이버 보안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세 번째 장애물은 온보드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 간의 연결성에 있다. 선박의 사이버 보안 역시
지상 기반 구조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성의 영향으로 2017년 A.P.몰러 머스크(A.P. Moller
Maersk) 그룹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체 선박에서 화물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각 기업은 해양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보안 전략에 힘쓰고 있다.c) d)
-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와 사이버 보안회사인 템플라 이그제큐티브는 해양 사이버 위기 대응팀
(Maritime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MCERT)을 조직하였다. MCERT는 업계 차원
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
- 해양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인 시스테마(SEASTEMA)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사이버
보안회사 하루스펙스(Haruspex)와 협력하였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도구가 이미 탑
재된 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여 대비하며, 새로운 선박의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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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b)
- 해양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그동안 국제사회는 위협에 비해 느린 대응을
보여 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17년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을 때, 이미 선박
들은 해킹에 노출되어 있었다.
- 2017년 IMO는 사이버 보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일반 보안 관리 규약인 국제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규약(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과 국제 보안관리 규약
(International Security Management Code, ISM)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들은
2021년 1월 1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될 뿐이다.
- 해양산업은 자율 운항 선박의 사이버 안전 등 미래 도전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규제의 개발은 위협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발전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
로도 많은 진통이 일어날 것이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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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생명들의 해상에서의 고통, 가축 운반선의 문제점

■ 선주들은 화물선에서 가축 운반선으로 선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축에 대한 설계상
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a)
- 2016년 동물복지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가축 운반선은
자동차 운반선 및 화물선에서 선종이 전환된 형태였다.
- 그러나 일반 상선에서 가축 운반선으로 선종을 전환하는 설계에는 동물의 행동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선박 구조상의 날카로운 돌출부가 가축의 부상을 일으키고 있다.
- 폐쇄된 가축 운반선은 갑판 아래에 있는 가축들을 위해 통풍시스템을 갖추고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부적절한 시스템이나 고장은 치명적인 온도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
- 또한, 개방형 갑판에서의 가축 운반은 배기 시스템과 격벽으로부터 발생하는 열뿐만 아니라 태양의
열까지 가세해 가축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림 1. 양 2,400마리의 폐사를 유발시킨 가축 운반선 Awassi Express

출처: Vessel 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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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들의 장기간 항해는 대량 학살과 다름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동물 병원균을 확산
시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b) c)
- 양은 선박에서 기아, 질병, 부상으로 인해 몇 주 이후 천천히 죽어갈 위험이 있으며, 젖소는 배설물로
인해 부패되기도 한다.
- 죽은 가축들은 선박으로부터 투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해변에서 사체가
씻겨 발견될 수도 있다.
- 살아있는 가축을 장거리 수송하는 것은 인간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동물 병원균의 확산
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병원균을 보유한 가축이 이동하면 더 많은 지역으로 질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진국에서 출항하는 가축 운반선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 요건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a) b)
- 호주의 가축수출표준(ASEL)은 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으로 간주되며, EU는 1991년부터 동물
보호법을 시행하여 운송 규정 1/2005로 개정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농업 및 수자원부(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rces)에서 작성한 70건의 폐사 보고서에 따르면, ASEL 기준 폐사율을 초과한 많은 사례가
징계 처분되지 않았다.
-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회원국의
약 90%가 가축의 운송에서 동물 보호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는데, EU 회원국에서 항해하는 수
출업자는 수의사를 승선시킬 의무가 없으며 폐사율을 발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해상 가축운반으로 발생하는 폐사는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사람 및 자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국가적 관리 지침과 규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보람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zzz3678@kmi.re.kr/051-79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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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쉬핑의 OOCL 매수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 당국
승인지연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場監督管理総局) 산하의 반농단국(反壟断局)은 COSCO
쉬핑의 홍콩선사 OOCL 매수를 6월 29일 승인하였다.a)
- 중국 독점금지 당국인 반농단국은 기존 상무부 산하에 있었지만 올해 2월 중국의 대규모 정부기구
조직 개혁에 따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되었다.
- 6월말 중국의 독점금지 당국은 COSCO의 OOCL 매수를 승인하였으며,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독점
금지 당국에서도 인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COSCO 쉬핑 측은 6월 말까지 OOCL 매수와 관련된 모든 행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다.

■ 미･중 무역 갈등 확산으로 인해 연내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a)
- 프랑스 알파라이너 등 일부 해운 컨설팅 회사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COSCO의
OOCL 매수에 대한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중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정권의 독점금지 당국 등 행정기구들은 OOCL 매수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분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COSCO는 2017년 7월 중국 대형 항만운영사인 SIPG와 공동으로 OOCL의 모회사인
OOIL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a)
- COSCO 선대 규모는 203만 6,206TEU로 세계 4위, OOCL은 68만 8,977TEU로 8위의 실적이다.
- OOCL 매수가 완료되면 COSCO 그룹의 선대 규모는 270만TEU 이상이 되면서, 프랑스
CMA-CGM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가 된다.

■ COSCO의 OOCL 인수건이 미국에서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OOCL이 북미 서안 롱비
치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인 LBCT 터미널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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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 소재하는 반자동화 터미널을 중국 국영선사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는 안보상
의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 COSCO는 CFIUS에 “LBCT를 미국 자본이 운영하는 신탁펀드에 이관하고 1년 이내에 비중국인
을 대상으로 매각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현 국면의 타개를
시도하고 있다.
- LBCT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15억 달러(원화 약 1조 5천억 원) 이다.

그림 1. LBCT(Long Beach Terminal)

출처: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0705(2018. 7.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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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 톤세법｣ 7월부터 실시, 항만업무 효율 향상 전망
■ 2018년 7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톤세법｣(이하 ｢선박 톤세법｣)이 실시되며,
이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톤세 잠행조례｣는 폐지된다.a) b) c)
- 중국의 ｢선박 톤세법｣은 2017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85호로 공표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중국에서의 선박 톤세는 세관이 외국적 선박이 중국 항만에 입･출항할 때 선박의 순톤수(Net tonnage)
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으로 외국적 선박이 중국 항만에 기항하여 항만시설 및 운항원조설비(등대, 항로표
지) 등을 이용하는 데 상응하는 비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운기업의 영업이
익이 아닌 선박의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와는 차이가 있다.

■ 금번 실시된 ｢선박 톤세법｣은 기존의 ｢선박 톤세 잠행조례｣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
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d)
- 첫째, 톤세증명(tonnage dues certificate) 전자정보의 법률 효력이 확실해져 세관의 톤세 신고납
입의 무서류화 개혁 추진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둘째, 경찰공무선박, 개조 선박의 톤세 면제자격을 명확히해 법률 집행 및 민간기업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다.
- 셋째, 초과 납입된 톤세의 환불 신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 작업에
더욱 편의를 제공하였다.
- 넷째, 톤수 증명서류를 제공하기 어려운 유람선의 징수방식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 ｢선박 톤세법｣의 실시로 인해 향후 통관 속도 및 항만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d) e)
- 중국 세관총서는 ｢선박 톤세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세관직원들이
작성하는 톤세면허 신청 정보를 선박대리점 등 민간기업들도 가능케 하였으며, 선박톤세 납세방식을
기존의 업무창구에서 납입하던 방식과 전자 지불방식을 병행하여 ‘24시간’ 납세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 또한, 향후 톤세 납입정보들은 모두 전자 데이터화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와 납세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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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선박 정박 시 행정수속 효율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박의 톤세증명 신고기간이
기존 2~3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납부대상 선박 책임자는 ‘인터넷+세관(http://online.customs.gov.cn)’,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
등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관의 선박톤세면허 신청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세관
에 발송하게 된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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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 야말 생산 LNG의 최초 상업운항 개시
■ 세계 최대 LNG 선사인 일본 MOL이 운항하는 쇄빙 LNG 운반선이 러시아 야말을 출발
하고 북극해 항로를 경유하는 아시아행 수송을 시작했다.a)
- 6월 중순 러시아 북극권 LNG 프로젝트의 출하항인 사벳타항에서 선적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7월
이전 사벳타항을 출발하여 7월 중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 쇄빙 LNG 운반선의 선주는 그리스 선주인 다이나 가스이며, 운항선사인 MOL은 동 쇄빙 LNG
운반선 1척으로 선대를 구성하고 다른 추가적인 쇄빙선의 에스코트 없이 북극해를 자력 항행하게
된다.
-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쇄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여 아시아 수요지까지
수송하는 것은 MOL이 세계 최초이며, MOL은 신규 안전 항로를 개척하여 향후 야말에서 생산된
LNG의 아시아로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다이나 가스가 보유한 동 선박은 「블라디미르 루사노후」호로 공동 운항사는 MOL과 중국
국유선사인 COSCO 쉬핑이다.a)
- 북극해 바다는 현재 여름철 고온 영향으로 얼음이 녹아 엷어지면서 루사노후호 자체의 쇄빙 능력
(얼음의 두께 최대 2.1미터까지 쇄빙 가능)만으로도 항행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 루사노후호의 원래 올해 항행계획은 사벳타발-유럽착 항로를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세계적 고온
기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운항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지자 아시아착 항로로
변경된 것이다.
- 특히 아시아 항로의 항행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은 러시아 측의 의향이 반영되면서 선주인 다이나
가스의 동의를 얻어 이번 항행이 결정되었다.

■ 야말에서의 LNG 생산을 주도하는 러시아 민간 에너지 회사 노바텍은 러시아의 후속
북극권 프로젝트인 「Arctic LNG2」의 최종 투자 유치(Final Investment Decision,
FID)를 담당하고 있다.a)
- 이번 북극해 경유 아시아 항로 운항의 조기 실현에는 러시아 정부 및 노바텍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으며, 북극해 경유 아시아 수요지로의 성공적인 LNG 운송을 널리 알려 「Arctic LNG2」 프로젝트의
유력 참가자 후보인 아시아 전력･가스 회사들의 투자 참여를 유인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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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북극해 경유 아시아 도착 LNG 운반선 통항 실적은 3회뿐으로 2012년 여름, 2013년 여름,
2017년 여름에 각각 실시되었으며, 3회 모두 유럽발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발 아시아착 화물의 북극해
아시아 항로 통항은 이번이 최초이다.

■ MOL은 세계 최대 규모인 LNG 운송선대 78척(용선 포함)을 확보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송 전문기업으로 평가된다.a)
- MOL은 신조 발주 중인 18척의 선박을 포함하면 거의 100척에 육박하는 LNG 선대를 보유하게
된다.
- 야말 LNG 운반용으로는 쇄빙 LNG 운반선 3척을 신조하였으며, 제1선인 「블라디미르 루사노후」에
이어 제2선이 올해 9월, 제3선이 내년 9월 각각 준공 예정이다.
- MOL은 「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도 노바텍과 일본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와 공동으로 캄차카
반도에서 LNG 환적 기지를 건설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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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확대가 항만･해운업계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및 대응방안
■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대규모 무역전쟁으로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a)
-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마찰이 시작되었다.
- 7월 6일에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545개의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동했다.
-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향후 2주 이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중국은 114개의 미국산 수입품목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 EU,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다른 주요교역국들도 미국 정부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맞서
7월부터 미국제품에 보복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지정학적 긴장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미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청문회를 통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10% 추가 관세 부과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미․중 무역전쟁 확산 예상 경과(2018. 7. 6. ~ )

출처: 이코노미조선(2018. 7.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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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7월 신규 관세부과에 따른 항만물동량의 큰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 세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
- BIMCO는 벌크선 시장이 이미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관세부과가 벌크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 또한, 7월의 신규 관세부과로 컨테이너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관세부과 대상품목이
지정된 이후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질수록
교역국들의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미국의 7월 신규 관세 부과는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이중 첫 번째 관세대상 품목들의 규모
는 약 380억, 두 번째 관세대상에는 중국산 플라스틱과 석유수입제품이 검토되고 있다.c)
- 예고된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가 이행된다면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원유 수출
의 25%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조선 및 가스운송선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정부의 금번 관세부과가 세계 벌크․원유 운송시장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의 원유수요를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수입노선을 서아프리카로 바꾸는 등 원유무역 노선의 지각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양국가간 무역전쟁 확대와 소매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컨테이너 수입물동량
기록 갱신이 전망된다.d)
-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는 7월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와 소매품 판매 증가로 인해 7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물동량이 월간 집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미국의 소매품 유통 업체들이 빠르게 글로벌 공급
망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소매품 수입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와 함께 NRF 관계자는 미국정부의 관세부과가 수입되고 있는 소비재 또는 미국 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에 영향을 미쳐 결국 미국인들이 예년대비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18 |

■ 미․중 양국 간 무역전쟁 본격화에 따른 양국 간 물동량 감소 및 운임 하락에 대비하여
3대 해운 얼라이언스는 잇따라 미주노선 일부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e)
- 2M은 지난 6월 마지막부터 화동/화남-미서남 노선 1개를 약 5주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OCEAN은 7월 16일부터 화중/화북-미서 노선 1개를 중단할 것으로 밝혀졌고 THE Alliance는
오는 8월부터 중국 화중/화북-미서 노선 1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간 물동량 감소와 더불어 기존 물량의 타국
이전이 예상된다.f) g) h)
-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은 주로 중저가 제품에 집중(컨테이너)되어 있으며, 대중 수출품목은 주로
농산물 및 첨단 제품(벌크 및 컨테이너)에 집중되어 있다.
- 해운 전문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Alphaliner에 따르면 전체 태평양 노선 중 극동발 컨테이너 물동
량에서 중국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이며,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6.8%의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의 대중 수출 벌크화물의 경우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수입선을 다각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찬가지로 양국 간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부산항을 포함한 태평양 노선의 기항 항만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무역패턴 변화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h) i)
- LA항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약 15%의 물동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외
기타 국가와의 수출입선 다각화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된다.

■ 특히, 부산항의 경우 물동량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외교정책을 적극 활용한 환적물량 다변화 및 신규 환적화물 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6480)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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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프리카 지역 항만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갈등 심화

■ 중국은 일대일로(Belt & Road) 프로젝트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진출
해왔다.a)
-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넘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항만까지 인수하면서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내륙지역으로도 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항만인프라 부문에서는 지부티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항만확장 공사, 타자니아 Bagamoyo 항만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륙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수단, 차드의 철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1.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아프리카 지역 사업 현황
프로젝트

내용

투자액
(십억달러)

비 고

자유무역지대

지부티 국제자유무역지역 건설 사업

3.5

2016년 착공
2018. 7. 개장

전철 사업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756KM 전철화 사업

0.74

2017년 완공

Bagamoyo
항만 건설

연간 2000만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동아프리카
최대 항구 건설(잠정 보류상태)

7

진행 중

나이지리아

해안철도사업

라고스와 칼라바(Calabar)를 거쳐 10개의
주요도시를 연결해 원유채굴지인 니제 델타를
연결하는 1,402km 철도 건설 사업

12

2018년 완공

수단

수단항-카르툼
철도사업

762Km 철도로 2012년에 완공돼 Sudan항과
카르툼을 연결

1.3

2012년 완공

차드

챠드-수단
철도사업

챠드와 수단(카메룬 경유)를 연결하는 총
1,344km 철도 사업

5.6

타당성 조사 중

라무종합개발
프로젝트

라무에서 로키초기아 까지의 송유관 건설 및
라무에서 에티오피아 및 수단까지 2050km의
철도 건설

13.1

몸바사-나이로비
구간 완공
나이로비-말라바
구간 진행 중

표준궤 철도

몸바사에서 말라바 국경까지 962km 철도 건설

7

진행 중

국가

지부티

탄자니아

케냐

주: 전체 아프리카 지역 사업 중 교통인프라(항만, 철도, 도로)에 대한 것만 발췌하였으며, 2018년 3월까지 현황임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https://news.kotra.or.kr)(2018. 7.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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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부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항만확장,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건설해 왔으며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b)
- 지부티는 아프리카 혼(Horn of Africa) 지역에 위치하며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국제 물류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디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내륙(Landlocked) 국가들의 해상진출을 위한 중심지로 입지를 높일 수 있다.
- 지부티는 7월 지부티 국제자유무역지역(Djibouti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s, DIFTZ) 건설
을 주도하였으며 올해 7월 5일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중국 자본 3억 7000만 달러
가 투자되었으며 240ha 규모로 아프리카 최대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DIFTZ에는 중국의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 대련 항만공사(Dalian Port Authority) 및 IZP Group 등 3개
기업이 운영･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2017년 DIFTZ 건설 계획 시 중국은 도라레 다목적부두(Doraleh Multipurpose Port)를 포함하여
타주라(Tadjourah)항 및 구벳(Ghoubet)항 등 3개 항만의 확장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 중국은 항만 뿐 아니라 지부티와 이디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Adis Ababa) 간 756km의
다국적 전기철도를 건설하는데 4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 그 밖에 지부티
의 국제공항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1. 도라레(Doraleh) 다목적 부두

그림 2. 지부티
국제자유무역지역(DIFTZ)

출처: (좌) Port of Djibuti(http://www.portdedjibouti.com/test/doraleh-multi-purpose-port)(2018. 7. 17. 검색),
(우) Djibouti Port & Free Zones Authority(http://dpfza.gov.dj/)(2018. 7. 13. 검색)

■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증대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충돌
양상도 우려되는 실정이다.c) d)
- 미국은 지부티 주요 항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이 중대한 테러 대응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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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부티는 중국의 유일한 군사
기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 뿐만 아니라 지부티는 지난 2월 도라레 항만을 운영 중이던 DP World로부터 운영권을 강제로
압류하여 통제했고 DP World 운영직원의 퇴거를 요구했으며 50년간의 양허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했다. DP World는 지부티 정부가 계약상의 의무와 외국인 투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중국과
지부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 지부티는 DP World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싱가포르의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IL는 지부티항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hina Merchants Port
Holdings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이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보경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imb@kmi.re.kr/051-797-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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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스마트 링크를 통해 바라보는 항만의 내일
■ 미래 항만의 정보 흐름은 디지털화가 필수요건이다.a)
- 기술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간 정보의 흐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흐름을 위해서는 공급망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
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상품을 국가 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기는데, 항만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서 디지털화된 공급사슬의 연계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 공급사슬관리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이루어진다.b) c)
- 공급사슬로 연결된 미래의 항만은 야드의 비자동화, 반자동, 자동화 장비 모두 연결이 가능하며,
디지털로 연결된 운영공간에서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송･수신하고 실시간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고객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또한, 항만으로 출입하는 상품의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날씨, 터미널의
작업현황(혼잡도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항만의 정보 및 상품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화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은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분석한다. 인공지능은 광학 문자 인식(OCR) 등의 다양한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 및 사람이 하는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항만 간 공급망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켜
준다.
- 반면, 사이버 테러 등 위협 요소가 항상 존재하므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컨설팅 기업인 ABI Research에서는 전 세계 해운화물 운송 수익은 지난 해 1,660억
달러에서 2023년 1,865억 달러로 205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 약 17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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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항만에 대비가 필요하다.
- 4차 산업 기술로 인해 항만의 다양한 변화가 예측된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수많은 기술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롭게 위협 요소로 떠오르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아울러 새로운 기술도입은 언제나 기득권과의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기술도입과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psw6745@kmi.re.kr/051-79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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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일시대, 주목받는 친환경 선박
■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포스트 오일시대(석유 고갈시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a)
-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1)과 같은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세계 각국
역시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석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인 자동차는 적은 연료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가 매우 활발하다.
- 자동차 못지않게 대량의 석유를 소비하는 선박의 하이브리드화와 전기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 핀란드의 최초 하이브리드 여객선인 Elektra, ‘Electric and Hybrid Marine World
Expo’에서 수상하다.b)
- 핀란드 최초의 하이브리드 여객선인 Elektra가 ‘Electric and Hybrid Marine World Expo’의
올해의 추진 시스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Marine Industry’s Sulphur
Cap 200 Conference’에서도 올해의 선박 상을 받았다.
- Elecktra는 98m의 전체 길이에 15m의 빔을 갖추고 있으며, 5개의 차선에 90대의 차량을 싣을
수 있다.
- 이 여객선의 성능을 보조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내장된 PBES(Plan B Energy Storage)의 기술과
CellCoolTM 기술로, 배터리를 5분 안에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구동의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 또한, PBES CellSwapTM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계적 성능과 소프트웨어를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한
범용성을 갖추고 있다.

1) 네옴(NEOM):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10월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콘퍼런스(FII)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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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일 1.6km 이상을 운항하는 핀란드 최초의 하이브리드 여객선인 Elektra

출처: http://www.greenport.com/news101/energy-and-technology/battery-electric-ferry-wins-hybrid-ship-award
(2018. 7. 18. 검색)

■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다.c) d) e)
- 전기동력장치업체 레오모터스그룹의 자회사인 LGM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보트쇼에서 660
마력짜리 전기엔진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전기동력(EV)에 관련한 특허를 120개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 LG이노텍은 선박 운행 중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로 변환하여 이를 재사용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하고
유해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열전 반도체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공조 시스템과 전장부품
냉각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하다.
- 선박 유지보수 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개조 분야의 배기가스 세정장치 등을 개발
및 공급하여 작년 대비 10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박
제조 기술력 세계 1위의 우리나라가 해당 시장 전체를 선점하여 이를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주도적인 투자와 정책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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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요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물류경쟁력
향상 기대
■ 아세안 주요 국가들이 무역활동의 효율성 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해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무역시장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a)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ASW)와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활용하여 각 국의
무역활동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이들 5개 국가는 ASW(Asean Single Window)와 NSW(National Single Window)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 내 아세안의 물류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무역부문에 변화
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통관시간 절감, 관련 서류의 간소화, 리드
타임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a) b)
-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ASW 도입을 통해 베트남 전체 수출입 화물을
통관하는데 총 16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약 2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통관시간 및 물류비 절감 이외에도 무역거래의 투명성 보장, 규정 준수, 공급망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Single Window 시행 초기 일부 아세안 국가는 통관 시간이 기존 대비 2~3배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일부 아세안 국가는 NSW/A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부처, 정부기관 및 기업
들이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b)
- 베트남 정부는 2018년 4월 말까지 11개 정부부처에서 47개의 행정절차가 NSW와 연동된 바
있으며, 2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약 110만개의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 또한, NSW 도입을 위해 수･출입 통관 및 검사 관련된 79개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입 관련 법률의 9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대적인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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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들의 Single Window 시스템 도입은 아세안 시장의 단일화 및 생산 기지
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ASW와 NSW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a) c)
- 아세안 지역의 무역 담당자에 따르면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Single Window
시스템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 속도를 높이고 타 아세안 국가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NSW/ASW
도입과 아세안의 물류･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아세안의 작년 무역규모는 약 1,5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교역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크며,
향후 주력 시장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Single Window 및 정보 공유 체계
를 강화하는 등 무역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두터워지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 및 지속적인 관세외교를 위해 관련 기술 공유 및 인적교류 등 한-아세안 간 무역활
성화 실현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kdong@kmi.re.kr/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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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를 위해 철도운송 및 친환경 선박 사용 장려

■ 중국 국무원은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연해지역 주요 항만의
석탄, 광석운송을 철도 혹은 수운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a) b) c)
- 지난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대기오염방지 업무의 목표 및 주요 임무 등을 밝혔으며, 이에는 화물운송 구조개선 내용이 포함되
었다.
** ‘푸른 하늘 수호전(蓝天保卫战’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맞서 푸른 하늘을 보호한다는 의
미로서 2017년 3월 5일 제2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이다.

- ｢행동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의 철도화물운송 비율을 2017년 대비 30%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및 그 주변지역은 40% 증가 목표를
제시했다.
- 특히 환발해(环渤海)지역, 산동성, 창장삼각주 지역은 2018년 전까지 연해 주요 항만 및 탕산(唐
山)항, 황화(黄骅)의 석탄운송을 도로운송에서 철도 혹은 수운으로 전환하고, 2020년 동절기 전
까지는 광석과 코크스 등 다른 광물화물도 원칙적으로 철도 및 수운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철강, 전해 알루미늄, 전략 발전 관련 중점 기업은 철도 전용노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 철도노선을 충분히 활용하며 고속철도의 운송 비율을 대폭 제고하여 2020년까지 중점지역
에서는 그 비중을 50% 이상 가져갈 방침이다. 이상의 정책 추진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철도국, 중국철도총공사, 생태환경부 등이 참여하게 된다.

■ ｢행동계획｣ 복합연계운송을 적극 발전시키고, 친환경 차량과 선박의 사용, 연료의 품질
개선 및 항만육상전력시스템(AMP) 확대도 장려하고 있다.c) d)
- ｢행동계획｣은 철도 물류기지, 도로 화물터미널, 연해･내하항만 등에 기반하여 복합연계운송 및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화물운송허브(물류원구)를 건설하고, 컨테이너 복합연계
운송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강･해(江海)연계운송, 강･해 직항, 로로운송, 트레일러운송 등 다양한
운송방식을 조합하고, 화물운송의 공차율을 낮출 것을 제시했다.
- 또한, 2020 신재생에너지 판매량을 약 200만 대까지 달성하고, 도심 대중교통 및 공무용 차량과
경량 물류배송 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적극 사용하여 중점지역은 그 사용비중을 80%까지 도달시
킨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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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차량과 선박의 대대적인 교체도 요구했다. 특히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의
엔진은 국가표준(GB 15097~2016)에 따른 ‘제1등급 구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했다. 특히
창장삼각주 지역 등 중점지역의 내하에서는 20년 이상의 내하선박 폐기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의 국가표준 ｢선박엔진 배기가스 오염물 배출제한 및 측정방법(중국 제1, 2등급 구간｣(Limit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exhaust pollutants from marine engines(CHINA Ⅰ, Ⅱ)에 따르면,
제1등급 구간 선박엔진은 일산화탄소(CO) 5.0g/kWh,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5.8~9.8g/kWh,
입자상물질(PM) 0.3~0.5 5.8~9.8g/kWh 등의 배출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그 밖에도 ｢행동계획｣은 201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국가표준6’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용 디젤
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의 디젤유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했으며, 2020년 말 전에 연해
주요 항만의 50% 이상의 전용부두(위험물 부두 이외)에서는 항만육상전력시스템(AMP)을 구비하
도록 했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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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만 중장기 정책, ‘PORT2030’ 계획 수립
■ 일본 항만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약 20년 만에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PORT2030’이 오는
8월 고시될 예정이다.a)
- 금회 수립되는 정책은 향후 인구 감소 및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 등을 감안, 동남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과거 일본의 항만 정책 중 전략항만 등의 체계 및 북미, 유럽 등의 기간항로 확대 기조
는 유지하는 한편, 동남아 항로 강화를 추가하는 형태로 계획수립이 예상된다.a)
- 1995년 수립된 ‘대교류 시대를 지탱하는 항만’ 정책에서는 컨테이너 항만을 3가지로 구분, 중요도,
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지만 컨테이너 항만의 지방 확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 이후 2002년에 검토가 시작된 ‘슈퍼 중추 항만’ 정책은 깊은 수심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컨테이너
항만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을 3곳(케이힌, 한신 등)으로 한정하였다.
- 이어서 2010년에 구체화 된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은 국가가 컨테이너 부두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항만 운영회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PORT2030’ 계획

주: 화물, 인력, 정보, 주체, 공간을 연결하는 ‘physical & cyber platform’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함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2018. 07. 17. 검색), KMI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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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2030’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모두 8가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a)
- ① ‘Global Value Chain'을 연결하는 해상수송망 구축 ②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물류체계 구축 ③ 일본 열도의 ‘Cruise Island'화 ④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형성.
- ⑤ 새로운 에너지 자원 도입･공급 등의 거점 형성 ⑥ 항만, 물류 활동의 글로벌화 ⑦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스마트화 ⑧ 항만건설･유지관리 기술의 혁신과 해외 사업 전개 등의 방향성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균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gchoi@kmi.re.kr/051-797-469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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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content/NewsNumber/236855(2018. 7. 17. 검색)

미얀마, 띨라와 지역 항만개발 프로젝트 계획 순항
■ 미얀마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양곤항 항만물동량 처리에 대응하고자 양곤항 띨라와
(Thilawa)지역 항만 37개 구역에 대한 항만 및 터미널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a)
- 미얀마는 양곤(Yangon), 시트웨(Sittwe), 차욱퓨(Kyaukphyu), 탄웨이(Thandwe), 파테인(Pathein)
등 9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곤항의 내항에서 미얀마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90%가 처리되어
최근 항만 내 체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띨라와 지역 항만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 띨라와 지역 항만은 양곤내항으로부터 16km 하류에 위치하며 미얀마 항만청(MPA)은 띨라와 지역
37개 구역(양곤강을 따라 1구역 당 길이가 200m, 폭 750m)에 대한 항만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0개 선석이 운영 중이다.
- 현재 운영 중인 부두는 컨테이너 6개, 수리조선 4개 등이며, 향후 개발 예정인 부두는 유류, 양곡,
액체 등 주로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부두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 현재 미얀마항만청과 주로 일본기업 투자자들에 의해 각 구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으며 미얀마 정부는 향후 항만개발을 통해 현재 연간 2,000만 톤 수준의 물동량을 장기
적으로 약 1억 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1. 띨라와(Thilawa) 항만개발 프로젝트 현황도

출처: Ministry of Shipping Government of India, ｢SAGARMALA, executive summary｣,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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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띨라와 특별경제구역(SEZ)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띨라와
지역 항만의 부두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 c)
- 띨라와 지역 항만에서 처리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일반화물로 컨테이너선박은 낮은 수심 등을 이유로
입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부두 역시 다목적부두로 운영되고 있다.
- 미얀마항만청은 띨라와 특별경제구역의 완전 개장 및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컨테이너 및 수리조선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다목적 부두 등으로 변경
하여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개발 중인 띨라와 경제특별구역은 띨라와항만에 바로 인접한 직배후에 위치하며 1단계 A구역
개발 및 임대(공장, 주거･상업 등)는 98%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B구역의 공사도 2018년 말 완공
될 예정이다. 2015년 완공된 A구역에는 현재 국내기업을 포함한 16개국 78개 기업이 입주하여 24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 띨라와 경제특별구역 B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 띨라와 지역 항만의 일반화물 물동량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띨라와 지역 항만 대부분의 선석은 약 800m의 충분한
배후 폭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부두와 연계하여 야적장 등 일반화물을 집산할 수 있는 창고 또는
물류센터 등의 시설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항만 개발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띨라와 지역 항만개발 및 지속적인
개발수요에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주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peterlee@kmi.re.kr/051-797-4667)

참고자료

a) http://www.elevenmyanmar.com/local/13843(2018. 07. 03. 검색)
b) http://www.elevenmyanmar.com/business/13873(2018. 07. 06. 검색)
c)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2018. 0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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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 본격 추진
■ 중국철도총공사(China Railway Cor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한다.a)
- 당초 계획은 2016년에 착공하여 201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고 개발 토지 확보 또한, 지지부진하여 개발에 차질이 있었다.
- 하지만 최근 중국의 자금 지원 조건인 토지 확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중국 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약 4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고속철도 건설 프로
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자카르타-반둥 구간 고속철도 노선

출처: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news/todays-headlines/infrastructure-indonesia-loan-for-jakarta
-bandung-railway-signed/item7818?(2018. 7. 18. 검색)

■ 중국철도총공사는 동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의 고속철도 표준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a)
- 동 프로젝트는 중국의 고속철도 표준 기술 및 장비를 외국 노선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이며,
중국철도총공사는 품질 및 안전 제어를 강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건설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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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의 최대 시속은 350km로 프로젝트 완료 후 열차 운행 시 열차 이동시간은 3시간
에서 4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b)
-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두 도시 간 관광 및 제조업 등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동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2,0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인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
- 동 프로젝트는 건설 및 소재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고속철도 전문가를 육성 시키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철도총공사는
현지 직원을 교육시켜 참여 인력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최근 개도국들에 많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참여
국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부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 민간 투자자들은 법･제도와 관련된 투자 장벽으로 인해 투자에 곤란을 겪고 있어 대부분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일대일로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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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6/29/c_137290654.htm(2018. 6.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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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트 3국 항만 대신 핀란드 항만 이용 결정
■ 러시아 정부는 발트 3국 항만 대신 핀란드 항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a)
- 러시아는 자국 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발트 3국 항만을 통한 화물량을
점차 줄이기로 결정했다.
- 이에 핀란드 하미나-코트카(Hamina-Kotka) 항만의 xxxx년(x월~x월) 화물처리량이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하여, 703만 톤을 기록했으며, 그 중 수입량은 약 200만 톤이며, 전년 동기대비
49.6% 증가한 수치이다.

■ 러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트 3국 항만의 물동량은 감소했다.b)
- 반면 라트비아 리가(Liga)항의 2018년(1월~5월)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여 약
1,470만 톤을 기록했고, 러시아 화물량은 40% 감소했다.
- 로베르트 키르쿱 비톨 발틱스(Vitol Balitics) CEO는 라트비아를 통과하는 화물의 경우, 러시아 산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 자국 항만의
처리능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철도 및 가스, 송유관의 중요도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상트페테르부르그 경제포럼에서 우스트-루가(Ust Luga)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c)
- 레닌그라드(Leningrad) 지역에 위치한 우스트-루가 항만에 곡물 및 식품, 건화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3개의 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 특히 신설될 곡물 터미널은 발트 3국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었던 화물을 처리할 목적이다.
- 또한, 유럽연합과 러시아 경계선에 위치한 핀란드의 하미나-코트카 항만을 중앙아시아 및 중국
수출용 노선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하미나-코트카 항만 내 3만㎡ 규모의 LNG 저장소를
202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 즉, 러시아는 핀란드의 하미나-코트카 항만과 자국 항만인 우스트-루가 항만을 발트 3국 항만의
대체 수출입경로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안드리스 아메릭스 리가 항만청장은 러시아 산 석유제품이
더 이상 리가항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은 지정학적인 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발트 3국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나토군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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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을 순환배치한 바 있으며, 이에 러시아는 4월 라트비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실탄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친서방 노선인 발트 3국과 러시아의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김엄지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051-797-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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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B항,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트럭의 항만 운행 제한

■ 로스엔젤레스(LA)항과 롱비치(LB)항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a) b)
- 산페드로만 항만(San Pedro Bay Ports) 청정대기행동계획(Clean Air Action Plan, CAAP)은
2006년 처음 채택되었으며, 항만 및 항만 주변 해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축
시키고 있다.
- CAAP는 2017년 11월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을 통해 두 항만은 항만구역을 육상운송
수단의 배출가스 제로지역(zero-emissions industry zone)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신규 업데이트된 CAAP에 항만 이용 트럭에 대한 새로운 배출기준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 올해 10월 1일 이후 LA항, LB항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신규 트럭은 2014년 이후 생산
된 모델로 제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노후 트럭을 항만에서 퇴출시킬 계획
이다.a) b)
- 해당 조치는 CAAP의 일환으로 항만 트럭등록소(Port Drayage Truck Registry, PDTR)에 기
등록된 차량을 제외한 신규 등록 트럭만 해당된다.
- 항만을 이용하는 트럭은 PDTR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산페드로만 항만단지 PDTR에
등록된 트럭의 수는 약 17,000대이다.
- 롱비치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트럭은 모두 2007년 이후 모델이며, 약 50% 정도는
2010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이다.

■ 두 항만은 2035년까지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트럭을 무공해 트럭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a) b)
- 향후, 배출제로 달성 혹은 배출제로에 근접한 트럭에 대해 PDTR 등록 요금을 면제하고 그 외의
트럭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신정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jh.gary.shin@kmi.re.kr/051-797-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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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_la(2018.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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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벙커링 APP 시범 사업 개시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한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벙커링
어플리케이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a)
- 해당 사업은 로테르담 항만당국과 벙커링 참여자들이 벙커링 관련 세부사항 정보를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로테르담항에서 연료를 보급하는 당사자는 벙커링 작업 전 항만 당국에 직접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VHF를 통해 서류 절차로 이뤄진다.
-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면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 로테르담항은 유럽에서 제일 큰 벙커링 항만으로 연간 약 1,000만㎥ 벙커링 판매가 이뤄
지고 있다.b)
- 연료유에서 바이오연료까지 다양한 연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LNG
벙커링이 가능한 유럽 최초의 항만이다.
- 또한, 로테르담항은 벙커링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항만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실용화되면
통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시범 사업은 VT Group, Unibarge, Titan LNG, FTS Hoftrans and Transnational Blenders
사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로테르담항 벙커링 판매실적

출처: 로테르담 항만당국(https://www.portofrotterdam.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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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로테르담항은 지난해부터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c) d)
- 1년간의 개발 및 시범 단계를 거치고 지난 4월 18일에는 선박의 스케쥴 정보 교환 어플리케이션
‘Pronto’를 개발하여 로테르담에 입항하는 선박의 평균 대기시간을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IBM과 협업하여 클라우드(Cloud) &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해 자율주행선박 개발, 선박이동
추적, 수심과 날씨 정보를 결합한 최적의 입항시간 및 장소 제공 등 약 42km에 달하는 로테르담항
전역을 스마트화 하여 항만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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