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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의 복합적 작용, 생태계 변화
가속화시켜
■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a) b)

c)

- 호주 북동 해안을 따라 발달한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는
2016년 해양열파에 따른 광범위한 백화현상으로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는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생태계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또한, 지난 7월 일본에서는 폭우가 2주간 지속되는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2주간의 강수량이
1000mm 이상으로, 이는 일본의 7월 평균 강수량의 세배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상 현상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취약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5년 북극해 해빙 면적 최저치 기록, 2016년 태국의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580여 명의 인명피
해 발생, 2017년 유럽을 강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 등 최근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고유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향유하는 호주와 같은 나라는 기후변
화와 이상기상 현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a)
- 호주의 평균기온은 19세기 초에 비해 1℃ 상승하였으며, 우기와 건기 발생 및 지속 기간 변동, 해양
열파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하는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호주의
자연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 호주는 야생 생태계와 식물군의 붕괴, 고유종이 점차 사라지고 외래종 군집이 확대되는 등의 환경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 등이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생태계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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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호주의 이상기상 현상 발생 현황 및 영향
이상기상 현상

발생년도

주요 내용

가뭄

2001-2009

켈프숲(kelp forest) 손상

산불 (고온건조 기후)

2003-2014

곤드와나 보호구역 손상

해양열파 발생

2011

머리 강(Murray River) 인근 줄기마름병 발생

산불 (고온건조 기후)

2016

고산숲(alpine forest) 손상

폭우

2011-2012

건조지대(arid zone) 급변

몬순

2015-2016

맹그로브 손상

출처: http://theconversation.com/ecosystems-across-australia-are-collapsing-under-climate-change-99367
(2018. 7. 17. 검색)

그림 1. 기후변화 임계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출처: http://www.metlink.org/climate/ipcc-updates-for-a-level-geography/tipping-points/#!prettyPhoto ( 2018. 7. 17.
검색)

4 |

■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할 경우 환경
혹은 생태계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며 이상기상 현상이 이와
같은 변화를 심화시킨다.c) d)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환경
혹은 생태계가 기존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하는 시점을 ‘임계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바렌츠해(Barents Sea)는 양 대양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게
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0~2015년까지 바렌츠해에 북극해 해빙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바렌츠 해는 임계점을 지나 기존의 완충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1970년부터 2011년 동안 대서양, 북극해, 바렌츠 해간 균형 체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태평양 해수 온도 및 염도 상승, 북극해 해빙 면적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균형
체제가 붕괴되어 대서양, 북극해, 바렌츠 해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의 복합적인 영향은 기존 환경 혹은 생태계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a) b) d)
-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의 복합적인 작용은 생태계 회복력을 약화시켜
환경 및 생태계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단 한 번의 이상기상 현상이
임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가속화와 함께 이상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 및 생태계가 기존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영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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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PCC,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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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행동강령 ‘단일 초안’
합의와 협상 전망
■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은 제51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의 ‘단일 초안’에 합의하였다.a)
- 아세안 10개 회원국들과 중국은 8월 3일 공표한 제51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
국해 행동강령 단일 초안(이하 ‘단일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일 초안은 2017년 5월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채택했던 “행동강령에 관한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 on the Code
of Conduct, 이하 ‘기본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제출한 제안들을 통합하여
작성되었다.
- 8월 2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단일 초안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행동강령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일 초안 문서’
에 대한 합의로 협상이 끝나거나 해양영토 분쟁이 해결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 행동강령에 관한 협상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위치한 미스치프 리프(Mischief Reef)를
점령했던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법적 구속력 없는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채택에 합의하였으나, 행동강령 관련 협상은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행동강령 협상 요청을 무시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인공섬을 건
설하고 군사화를 시도하는 등 일방적 조치를 계속하였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
으로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이 승소한 이후에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행동강령은 지난 23년 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도출된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 남중국해 행동강령 단일 초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b)
-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모두
11개국이다. 단일 초안은 11개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행동강령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초안(draft)에 불과하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수정 제안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 단일 초안은 2017년 기본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문 규정, 일반 규정,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초안의 주요 내용 중 당사국들 간에 견해가 대립되는 쟁점으로는 행동강령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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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협력의무, 제3국의 역할, 행동강령의 법적 지위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 첫째, 단일 초안은 남중국해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협상국들은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은 “행동강령은 남중국해에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상 주장되는 모든 분쟁 지형과 중첩해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인도네시아
는 “당사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행동강령의 운영요소에 따라 지리적
적용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싱가포르는 용어 정의에 관한 절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둘째, 단일 초안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방지, 관리 및 해결에 관해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상의 고등이사회(High Council)에 분쟁을 회부하되,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적절한 국제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은 협상, 사실심사, 중개, 조정 및 분쟁당사
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되,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조약상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셋째, 단일 초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참조하여 협력의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Section 2(c)의 일반규정에서는 협력의무, 실질적 해양협력 중진, 자제 및 신뢰 증진, 충돌 방지,
충돌 관리, 기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협상 당사국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며, 많은 수정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당사국들 사이에 견해 대립이 심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협력분야의 내용, 군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자제의무와 신뢰증진 관련 조치의 내용, 전통적 어업권
의 행사 등이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협력의무와 구체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행동강령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넷째,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단일 초안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 부르나이는 제3국과 행동강령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동강령이 발효되면 당사국들이 유엔 총회에 요청하여 모든 국가들이 행동강령의 원칙을
존중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 다섯째, 단일 초안은 행동강령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은 당사국들이 행동강령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하는 규정을 두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면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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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이 해양협력을 증진시키고 아세안 지역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c) d)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은 지역적 규칙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이번 단일 초안 합의
를 통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얼마 전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에 전문적인 수색구조팀을 보
유한 최신식의 해양구조선박을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모든 나라의 선박
들에게 즉각적인 해양 지원활동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중국이 역내 국가
들을 위한 과학 연구와 기상학 같은 국제적인 공공서비스를 장래에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 싱가포르의 응 엥 헨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6일, 라자라트남 국제대학(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주관한 제20회 고위 장교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The 20th
Asia-Pacific Programme for Senior Military Officers) 행사에서, 지역의 구심성(centrality)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집단화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하고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헨 국방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은 항행의 권리와 자원의 권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법적인 틀이
므로 이 역시 강화되어야 하고, 아세안이 구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이며,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만약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제3국과만 가까
워지려 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구심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제정 과정에서 제3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국제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했다.e)
-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의 파이퍼 캠벨(Piper Campbell) 대사대리는 지난 8월 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변화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의 협상 구조 내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행동강령 내에 제3자에 대한 염려와 권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이어서 캠벨 대사대리는 국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익을 협상
과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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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초안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수 있는 출발점에 불과하지만, 아세안과 중국의
합의로 구축될 남중국해 지역질서의 초석으로 기능할 것이다.
- 단일 초안은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위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일 초안은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20여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행동강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향후 동남아시아의 해양질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남중국해 해상수송로의 차단, 비전통적 안보 협력 등은 우리
나라의 해양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동강령에 의하여 새롭게 구축될 남중
국해 해양질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협상과정을 관찰
하고 논의 내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협상 결과와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
하고 새롭게 구축되는 남중국해 지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김원희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whkim14@kmi.re.kr/051-797-4792)

신수환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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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서핑, 수중박물관 등 해양관광 관련 동향
■ 일본에 새로운 인공서핑장이 개장했다.a)
- 2020년 도쿄올림픽 종목으로 서핑이 도입되면서 일본에서 인공서핑장 두 곳이 개장했다. 하나는
지난 주말 개장한 Citywave Tokyo로 시나가와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내에 있다. 독일 Citywave
기술을 적용해 여섯 사람이 동시에 나란히 서서 서핑을 할 수 있다. Citywave는 독일 뮌헨, 스위스
쮜리히, 이스라엘 등에 있으며 올해 러시아, 미국 등에도 진출한다. 다른 하나는 PDS(Plan Do
See) Surf로 일본에서 만든 프로젝트이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Citywave Tokyo 전경

출처: https://citywave-tokyo.jp/ (2018. 8. 14. 검색)

■ 케냐가 자국의 수중 해양박물관 네트워크 만들기에 나선다.b)
- 케냐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박물관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케냐국립박물관 수중고고학 담당에
따르면, 박물관은 인도양 연안과 주요 호수와 강을 따라 건립된다. 해양박물관은 케냐의 수중문화
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고학 유물을 육상에서 보존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해양박물관은 수중에 만들어진다.
- 케냐국립박물관은 미국, 중국 등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미 포르투갈, 아랍, 영국,
중국 탐험자들의 난파선 30척을 발견 한 바 있다. 강과 호수를 끼고 살아온 토착주민들의 풍부한
해양문화도 전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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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인공서핑장, 수중박물관 등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국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내서핑장이 개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비롯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해 실내스포츠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전문자격증과 장비없이 수중 세계를 관찰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수요와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해양관광 시설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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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ausleisure.com.au/news/new-artificial-surfing-attractions-to-open-injapan/ (2018. 8. 14. 검색)
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7/17/c_137330902.htm (2018. 8. 14. 검색)

| 11

해양 쓰레기 문제 개선 위한 해양 정화기술
■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1인당 연간 42kg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a)
- 먼 옛날,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들은 대부분 유기물이었으며 대양의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이를 먹고 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나갔다.
-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잦은 장거리 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쓰레기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내륙
에서의 쓰레기는 늘어나는 인구만큼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해양으로 가져가 버리는 사례는
빈번해졌다.
- 그 중 썩지도 분해되지도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연간 전 세계 인구 1인당 42kg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범지구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없애려는 노력이 활발하다.b) c) d)
-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프로젝트는 바다에 부유하는 해양쓰레기를 길이
600m 이상의 부유장비와 수심 3m 길이의 수중장비를 이용해 모은 후 배로 수거하는 방식으로써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거량을 두 배까지 증가시켰다.
- 호주의 청년 창업가인 Pete Ceglinski가 개발한 씨빈(Seabin)은 펌프를 이용하여 통을 움직이면
주변의 물과 쓰레기를 흡수한 후 쓰레기만 남도록 설계되었으며 2mm 이상의 쓰레기를 12kg까지
수거할 수 있다.
- 남아프리카 출신의 기업가인 Richard Hardiman은 쌍동선1) 형태의 기기에 드론을 접목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Waste Shark’를 개발했다. 이는 한번에 500kg까지 수거가 가능
하며 무선으로 조종하거나 환경 센서 및 클라우드 리포팅을 통해 자동으로 운용가능하다.

■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e)
- 미국의 해저 기술개발 업체인 Seatools는 해양 정화 시스템 일부에 적용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제조･시험을 완료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저장 및 전송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상태와 정화 시스템의 작동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1) 쌍동선(Catamaran): 같은 형의 2개의 선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갑판 위에서 결합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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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Wifi-Mesh 네트워크2)와 위성 연결을 통해 100% 원격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네덜란드 로테르담 본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쓰레기 정화기술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f) g)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해양쓰레기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 개인의 관심에서 시작된 정화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그 예로 국내 대학의 한 미술학부생은 고래
로봇을 졸업 작품으로 출품한 후 본격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개발을 위해 동 대학 공과대학
대학원에 입학했고, 해당 대학원생이 개발한 기술은 2015년 국내 특허, 2017년 미국 특허를 취득
했다.
- 한 사람의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도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이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청정 해양 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이 되는 해양 정화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8646)

참고자료

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EB%B0%94%E
B%8B%A4%EA%B0%80-%ED%92%88%EA%B8%B0%EC%97%94-%EB%84%88%E
B%AC%B4-%EB%B2%85%EC%B0%AC-%EC%93%B0%EB%A0%88%EA%B8%B0
(2018. 8. 14. 검색)
b) The Ocean Cleanup, https://www.theoceancleanup.com/technology/ (2018. 8. 14
검색)
c) Ranmarine technology, https://www.ranmarine.io/single-post/2018/07/26/Pilot-with
-the-WasteShark-in-Dordrecht-a-success (2018. 8. 14. 검색)
d) seabinproject, http://seabinproject.com/ (2018. 8. 14. 검색)
e) GreenPort, http://www.greenport.com/news101/Products-and-Services/remotemonitoring-system-for-ocean-cleaning (2018. 8. 14. 검색)
f) 해양쓰레기대응센터, https://www.malic.or.kr (2018. 8. 14. 검색)
g)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4/0200000000AKR20180
204058700004.HTML?input=1195m (2018. 8. 14. 검색)

2) Wifi-Mesh Network: 통달거리가 짧은 대신 고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wifi와 통달거리가 긴 대신 낮은 대역폭을 제공
하는 Wimax의 장점을 결함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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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선박 운항로 개설로 인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필요성
대두
■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물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야생상태로 서식하는 바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 최근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과 야생생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바다 중 인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단지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제로 태평양과 극지의 외곽에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양의 야생생물이 자연적
으로 많이 서식하는 바다는 거의 없는 셈이다.
- 위와 같은 현상은 대규모 어획 활동, 과다한 선박운행, 육상에서 여러 오염물질의 유입과 함께
기후변화가 결합하여 바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남태평양 키리바시(Kiribati)의 무인도서 중 하나인 오로나 섬 (Orona Island)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26/just-13-of-global-oceans-undamaged-by-humanity
-research-reveals (2018. 8.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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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북극의 경우 최근 새로운 항로의 개설이 서식하는 해양동물의 생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c) d)
- 북극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빙(sea ice)이 줄어들면서 선박의 운항로가 열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훼손되지 않고 보호받던 북극의 해양동물들이 선박 교통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화물 또는 관광객을 실은 선박이 북극 포유동물의 서식지에 출입함으로써 해당
포유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즉, 북극곰, 바다표범, 고래를 포함하여 북극에서 고유하게 서식하는 7종의 포유류 80개체를 조사한
결과,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선박 운항으로 서식지 파괴의 위험에 처해있고, 특히 벨루가(Beluga)
등 고래류가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북극의 웨스트 그린란드(West Greenland) 지역에서 서식하는 벨루가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whales-arctic-shipping-pollution-ice-melt-global-warming
-climate-change-nasa-a8426861.html (2018. 8.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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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선박의 속도 제한, 소음 기준 마련 등 북극의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때이다.e) f)
- 선박 운항로 개설로 인한 북극 해양포유동물 생존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주변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은 선박의 운행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북극으로 운행하는 선박의 수와 속도를 제한하거나 선박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소음
기준을 설정하는 등 북극 서식 해양포유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할 시점이다.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북극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선박소
유자, 해운회사, 해양포유동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참고자료

a)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26/just-13-of-global-oceans-und
amaged-by-humanity-research-reveals (2018. 8. 3. 검색)
b) http://www.theindependentbd.com/post/159949 (2018. 8. 3. 검색)
c)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whales-arctic-shipping-pollution-ice-melt
-global-warming-climate-change-nasa-a8426861.html (2018. 8. 3. 검색)
d) https://news.mongabay.com/2018/07/red-flags-abound-as-a-warming-arctic-opensup-to-shipping/ (2018. 8. 3. 검색)
e)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whales-arctic-shipping-pollution-ice-melt
-global-warming-climate-change-nasa-a8426861.html (2018. 8. 3. 검색)
f) https://www.enn.com/articles/54475-whales-in-ice-free-arctic-face-emerging-threat
-from-vessels (2018. 8.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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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코다이빙 동향
■ 세계 최초의 수중 조각 공원 그레나다에서 다이브 축제를 개최한다.a)
- 그레나다 수중 조각 공원에서 제2회 퓨어 그레나다 다이브 페스트(Pure Grenada Dive Fest)가
열린다. 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거쳐 진행되며, 섬의 해안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와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축제는 이 섬에서 열리는 유일한
수중레저 행사이며, 다이빙 애호가와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 관광청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본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길 바란다고 전하며 참가자들
에게 산호초와 난파선 관찰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다양한 수중
생태계 사진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며, 다이빙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에코다이빙(Eco-Diving) 명소인 무세오 아틀란티고(Museo Atlantico)의 가상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b)
- 유럽 유일의 수중 박물관인 무세오 아틀란티고가 바르셀로(Barcelo) 호텔 그룹과 협력하여 수중
박물관에 대한 가상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개관한 무세오 아틀란티코는 영국 예술가이자
생태학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예술품 설치와 인공 암초 등을 통하여 1만 3,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에코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 박물관 설치로 인하여 주변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228% 이상 증가하였고, 종 당 개체 수는
346%, 전체 바이오 매스는 4,833% 이상 상승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가상투어를 통하여 모바일 사용자는 유튜브를 통하여 박물관을 실시간 체험
할 수 있다.

■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 필리핀이 에코 다이빙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c)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 핫스팟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인 고래상어는 길이 20m까지 성장하며,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
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국제자연보존연
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
- 필리핀의 투바타하(Tuvvataha) 지역은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지역 해양공원에서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밖에 고래상어를
관찰하며 에코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들은 멕시코의 라파즈(La Paz), 호주의 닝갈루 리프
(Ningaloo Reef), 몰디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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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다이빙 관광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d)
- 다양한 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 상어다이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상어다이빙이 자연 상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상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이빙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하며 한편으로는 상어
다이빙이 상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 먼저 상어다이빙을 위해 지불하는 해양보호 비용은 상어 보존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어다이빙 지역은 대부분 해양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공원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관광객들은 직접적으로 이들 보호구역을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은
지역 사회 및 관광객들에게 지속가능한 어업 및 상어 보존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산호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 다음으로 상어다이빙은 보전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 상어다이빙 운영자와 선원들은 다이빙 자체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으며 상어 보전을 위하여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고 있다.

■ 국내 수중환경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코다이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수중레저 활동자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책임있는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에코다이빙이 전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중레저 활동자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자의 환경보호 및 안전 인식 부족으로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이 수중
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수중레저 활성화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전한 수중레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중레저 활동자의
인식전환 및 에코다이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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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유럽 중심에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

■ 2018년 상반기 동안 유럽에서는 영국,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1.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새롭게 설치되었다.a) b)
- 윈드유럽(WindEurope)은 유럽의 2018년 풍력발전 설치량을 전년(16.8GW) 대비 19.6% 감소한
13.5GW로 전망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이 3.1GW에서 3.3GW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육상풍력발전이 2017년 13.6GW에서 2018년 10.2GW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 설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로 유럽에서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풍력발전의 규모는 4.45GW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설치된 규모(6.1GW)보다 27.0% 감소하였다. 육상풍력의 경우 독일 1.63GW, 프랑스 605MW,
덴마크 202MW 등 총 3.33GW가 설치되었으며, 해상풍력은 영국 911MW, 벨기에 175MW,
덴마크 28MW 등 1.12GW의 설치량을 기록하였다.

■ 글로벌 해상풍력 선도국가 영국은 자국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30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c)
- 영국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향후 10년간 거의 두 배로 증
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중장기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30GW에 달하는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영국 전체 발전용량의 1/5∼1/3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해상풍력 업체가
경매에서 재정지원을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경매에서 에너지회사는 판매할 전력의 최소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으며, 정부는 경매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필요한 금액에 대해 투명성을 강제함으로써 해상풍력 지원 비용을 절반으
로 줄였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회사는 거대 해상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영국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 다만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신규 설치가 주춤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 문제로 신규 발전허가가 발급되지 않았고, 독일의 경우도 신규 경매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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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연안지역과 캘리포니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거대 해상풍
력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d)
- 그간 미국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하여 해상풍력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로드아일랜드 인근의 30MW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의 20,000MW와
비교했을 때 미약한 수준이다.
- 하지만 해상풍력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발전단가의 하락,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수립,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경험을 갖춘 유럽의 개발자 유입 등 발전 동인이 갖춰지면서 해상풍력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 미국 내 해상풍력은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등 청정에너지 주를 표방하는 미국 동북부 연안지역
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체에너지원인 육상풍력, 태양열에 비해 주요 에너지 소비지역인
연안 대도시에 근접하여 에너지 공급에 있어 효율적이며, 동부 해안의 일부 지역은 수심이 30m
이하로 대체로 얕아 터빈 설치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동쪽 해안을 따라 총
10,000MW가 넘는 다수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인
Vineyard Wind는 총 800MW 규모로 2021년 가동될 예정이다.
- 서부 해안에서는 캘리포니아 모로 베이(Morro Bay) 인근에서 650∼1,000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서부해안은 비교적 깊은 수심으로 인해 부유식
터빈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풍력발전단지는 스코틀랜드의
30MW Hywind 풍력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 일본의 전력회사는 유럽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직접투자를 늘려
가고 있으며, 중국은 1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e)
- 일본의 전력회사 J-Power와 Kansai Electric Power는 공동으로 영국 해상풍력단지 개발업체인
독일 Innogy사의 지분 40%를 9억 달러에 매입하였다. 이는 일본 전력회사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에 투자한 첫 번째 사례이며, J-Power가 25% 지분을, Kansai Electric Power가 16%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력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선도국가인 영국의 해상
풍력단지 개발 노하우를 배워갈 예정이다.
- Innogy사는 2021년 북해에서 세계 최대 860MW 규모의 Triton Knoll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
할 계획으로, 9.5MW 규격의 해상풍력 터빈 90개를 설치하고 15년간 지역 전력회사에 고정요금
으로 전력을 판매할 예정이다.
- 한편 일본은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해상풍력을 육상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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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유럽기반
의 해상풍력 건설사에 직접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건설 및 유지･보수 방법을 전수 받을 계획이다.
- 중국은 2020년 까지 해상풍력발전 10GW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5년 이내에 해상풍력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 울산 동해가스전 주변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하는 등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해상풍력 개발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며, 유럽과 다른 기후적
특성으로 급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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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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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크루즈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최근 5년간 아시아 크루즈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a)
- 국제크루즈선사협회(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가 발간한 아시아 크루즈시장
보고서(Asia Cruise Trends 2018)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아시아 크루
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17년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은 약 405만 명으로 2016년의
336만 명에 비해 20.6% 증가했다. 한편 아시아 크루즈시장의 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전체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의 59%인 약 240만 명인데, 이는 2016년의
약 211만 명에서 13.4% 증가한 수치이다.
- 크루즈 관광객 수용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크루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18년 아시아 지
역에 배치된 크루즈선박은 78척으로 2013년에 비해 81% 증가했으며, 아시아 지역 크루즈선박
기항 횟수도 2013년부터 연평균 19%씩 성장해 2018년에는 2,041회를 기록했다. 크루즈선박
운항일수도 10,467일로 2013년 대비 143% 증가, 크루즈 여객 수용량도 151만 명에서 426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정원 3,500명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박의 아시아 지역 배치가 증가
하는 등 아시아 크루즈 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1. 아시아 크루즈시장 현황

출처: https://cliaasia.org/2018/07/23/clias-2018-asia-cruise-trends-reports-favourable-outlook-for-asia/ (2018. 8.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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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이용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b) c)
- 일본과 중국은 크루즈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하카타항과
중국 상하이항은 양국의 크루즈 연계 강화 및 크루즈 관광시장 재편을 위하여 두 지역을 연계하는
크루즈 상품을 개발했다. 본 상품은 하카타를 모항으로 하는 3가지 유형으로, A형은 하카타에서
상하이까지 항공기를 이용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크루즈로 이용하는 상품이며, B형은 4박
5일간의 왕복 크루즈 상품, C형은 하카다에서 출발하여 크루즈 이용 후 항공으로 귀국하는 일정이다.
후쿠오카시와 상하이 크루즈터미널 운영사는 올해 초 MOU를 체결했으며 각 항의 모항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크루즈 선사들은 크루즈 이용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크루즈선박 내 다양한 위락･놀이시설을 마련
하고 있다. 크루즈선박 이용객은 관광지 하선 시간을 제외하고 긴 이동 시간 중에는 선박 내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오락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 크리스탈 크루즈사의
잠수함,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사의 레이싱 트랙, 카니발사의 공중 자전거, 로얄 캐러비안사의
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터, 큐나드사의 천체 투영관 등 각 선사들은 경쟁사와 차별화되면서 관광객
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크루즈선박 내 위락시설

출처: (좌상)잠수함, (우상)레이싱 트랙, (우하)스카이다이빙 시뮬레이터, (좌하)공중 자전거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unusual-cruise-ship-amenities/index.html (2018. 8.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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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아시아 크루즈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2016년 164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3.15)로 인해 1/5 수준인 32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8년 7월 중국
의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 크루즈시장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 아시아 크루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크루즈시장도 점차 과거의
시장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크루즈시장 회복 및 아시아 크루즈시장 성장에 대비하
기 위하여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연계한 신규 항로 개발, 국제 크루즈선사 유치 및 국내
모항 유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홍장원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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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cruise-mag.com/news.php?obj=20180810_01 (2018. 8. 15. 검색)
b) http://www.city.fukuoka.lg.jp/data/open/cnt/3/64627/1/teikiteiten.pdf (2018. 8. 6. 검색)
c)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unusual-cruise-ship-amenities/index.html
(2018. 8.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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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번째 국제중재원 개원

■ 중국, 하이난성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난국제중재원을 개원했다.a) b)
- 7월 30일,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에서는 ‘하이난국제중재원(海南國際仲裁院)’을 개원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에 중국 선전(深圳)에 설립한 선전국제중재원(深圳國際仲裁院: ShenZhe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CIA)에 이은 두 번째 중국 내 국제중재원이다.
- 하이난국제중재원은 개혁개방과 자유무역시범지대(Pilot Free Trade Zone)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비준과 사법부의 동의를 거쳐서 ‘하이난중재위원회1)’를 ‘하이난국제중
재원(하이난 중재위원회)’로 개명하고 개원했다.
- 하이난국제중재원은 1/3 이상을 해외 출신의 법‧경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
인원은 45명, 중재원 4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93명은 하이난 외 다른 성 출신의 중재
원이고, 8명은 외국 국적의 전문가이다. 중재원이 담당하는 분야는 법학, 무역, 건설공정, 금융,
보험, 증권, 재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하다.
- 중재원은 사업상의 분쟁을 방지하고 중재 판결 전 거중 조정 및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 합의서
작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민상사 중재기구이나 직무 범위는 남중국해 섬에 대한 국제 분쟁까지 포괄하고 있다.c) d)
- 2016년 기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에 의거한 국제상
업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는 41건의 중재요청이 접수되었다.
- 반면 중국 하이난성에서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중재요청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2). 이에
중국최고법원(中國最高法院)의 지시에 따라 중국 하이난성에 중국 특유의 국제 중재 규칙을 정립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국가관할권 행사와 중재권 증진을 기하고자 한다.
- 법치를 기반으로 국제화되고 편리한 경영환경 및 공정하고 개방된 고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이는 하이난성이 전면적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관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한편, 남중국해 상의 섬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까지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 하이난 중재위원회는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1996년 5월 21일에 설립한 것으로 하이난성 내 유일한 민상사(民商事) 중재기구
2) 하이난성의 중재 요청 증가 추세: 1996년 9건, 2011년 365건, 2012년 753건, 2013년 1,013건, 2014년 1,034건, 2015년
1,503건, 2016년 1,5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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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아세안(ASEAN) 관련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도 직무범위에
속한다.

■ 중국 중심의 해양 거버넌스 확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e)
-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으로 알려진 판결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7년 11월, 중국은 국제해사법센터와 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두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 해사와 관련한 법률문제와
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중국의 관점에서 해양 부문의 법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해양력 확장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체제 하의 포괄적이고 중립
적인 국제체제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림 1. 하이난국제중재원 현판식 사진

출처: http://www.hnac.org.cn/article/index/id/468/cid/9 (2018. 8. 1. 검색)

김주형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참고자료

a) http://www.hnac.org.cn/page/index/id/27 (2018. 8. 1. 검색)
b) http://www.hnac.org.cn/page/index/id/36 (2018. 8. 1. 검색)
c) http://www.hnac.org.cn/page/index/id/27 (2018. 8. 1. 검색)
d)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13038.shtml (2018. 8. 1. 검색)
e) https://www.theepochtimes.com/china-to-create-its-own-international-courts-formaritime-claims_2349946.html (2018.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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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해양 파트너십 관계
체결
■ EU와 중국은 지난 7월 해양 파트너십 체결을 선언하였다.a) b)
- EU와 중국은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의 당사국으로서, 양국 간의 해양 파트너십 관계 체결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해양경제국인 양국은 모든 면에서 국제 해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 파트너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파리협정에 따르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특히,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의 이행을 위한 약속을 포함한다.

■ 전 세계적으로 해양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측은 협력을 지속해서 이어왔다.a)
- EU와 중국 양측은 2010년 해양업무에 대한 통합 접근법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정보 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 양측은 해양법과 극지, 어업 및 불법 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 등에 관하여 실무그룹회
의를 2016년과 2017년에 개최하였다.
- 2017년에는 “EU-China Blue Year”를 조직하여 양국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대표를 소집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의견･경험 및 해양 관련 우수사례를 교환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 이 파트너십은 국제 해양 거버넌스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노선을 제시하였다.a) b)
- 이 파트너십의 주요 목적은 ⅰ) 공해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ⅲ) 해양 기후변화 영향 완화,
ⅳ) 남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ⅴ) 불법어업의 방지 등에 있다.
- EU와 중국은 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산업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작용 및 정보교환
을 촉진할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이러한 협력은 개방된 해양에 대한 데이터 등으로 해양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넓힐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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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양 파트너십은 해양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대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b)
- 해양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해양
오염 제거 문제부터 불법 어업 및 남획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나 대륙도 이 거대한 작업을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졌다.
- EU와 중국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해양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누리
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국제 해양 거버넌스는 EU에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국제 및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실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중국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다른 주요 해양 국가들과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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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변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의
발생예방 효과 확인
■ 미국 해안가에는 2000만~18억 개의 쓰레기 조각이 존재하며, 특히 대도시 인근 연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a)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국의 민간단체인 해양보전센터(Ocean Conservancy), 호주의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관(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과
협력하여 NOAA의 해변쓰레기 모니터링 조사(2009~ 2016년), 국제 연안정화 행사(2010~2015년),
CSIRO의 2016년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지리적 패턴 및 추세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미국의 15만㎞ 해안선에 2000만∼18억 개의 쓰레기 조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텍사스, 아이다 호, 일리노이 등 대서양 중부의 대도시 인근 해변과 걸프 만 해변에서 쓰레기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부분 지역에서 해변 쓰레기는 내륙 수로와 호수에서 기인하며, 텍사스는 멕시코 걸프 만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에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변 쓰레기가 모이는 대표적인 핫 스팟이다.

그림 1. 미국, 지역별 해변 쓰레기 분포도

출처: https://blog.marinedebris.noaa.gov/results-are-status-marine-debris-us-shorelines (2018. 8.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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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쓰레기 품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음료수 병, 식료품
포장재, 스티로폼 등과 함께 어업용 자재 등이다.b)
- NOAA의 해변 모니터링에서는 단단한 경질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발포 플라스틱, 그물이나 노끈
을 포함한 어업용 자재 등이 많이 발견되었고, 국제 연안정화(ICC) 행사에서는 플라스틱 식료품
포장재, 플라스틱 및 유리 음료수 병, 담배꽁초 등이 많았다.
※ 해변 쓰레기 품목은 NOAA의 해변 모니터링 조사와 ICC 데이터 간 차이가 있으며, 특히 담배꽁초는 NOAA
조사에서는 6%에 불과하지만 ICC 데이터에서는 25%에 달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 어업용 자재는 특히 텍사스 해변에서 많이 분포해 있고, 이어서 북대서양 해안과 플로리다 남부의
연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태평양 북부 연안은 어업용 자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해변
쓰레기양 자체가 적다.
- 비닐봉지는 미국 전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품목이며, 특히 텍사스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비교적
많은 편이다.
- 담배꽁초는 미국 동부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었으며, 서부 해안의 남단과 북단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비중이 높았다.

그림 2. 미국 해변쓰레기 품목별 발생 비중 및 3개 품목의 빈도가 높은 지역

출처: CSIRO(2018), An analysis of marine debris in the US, NOAA & Ocean Conservancy

■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해변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b) c)
- 비닐봉투, 담배꽁초, 어업용 자재, 풍선과 함께 플라스틱 음료 병은 특히 바다 조류나 바다거북
등 해양 포유류에게 유해하다는 연구가 있다.
- 이에, 캘리포니아 주(CA), 하와이 주(HI) 및 오리건 주(OR)는 빈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되가져오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예치금 제도(Container Deposit Legislation)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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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알래스카 주(AK), 버지니아 주(VA), 워싱턴 주(WA)에 비해 해변
쓰레기 중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예치금 제도가 해변에서 발견
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양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예치금제도 시행 및 미시행 지자체 간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비중 비교

출처: CSIRO(2018), An analysis of marine debris in the US, NOAA & Ocean Conservancy

■ 우리 역시 주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유리병을 대상으로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농촌의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에 대해서
는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변에서 흔히 보이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 어업용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공공 수거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 법체계 상 쓰레기의 수집･운반 정책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해양쓰레기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폐기물 처리 제도를 관할하는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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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연보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연안환경의 보존 및
관리 지속적인 증가
■ 미국은 ‘네이처 컨저번시(Nature Conservancy)‘와 같은 자연보존 민간단체와 협력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토지신탁의 강화를 통해 연안환경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a) b) c) d)
- ‘네이처 컨저번시(The Nature Conservancy)’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
로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점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보존대상
토지재산의 개발권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지역권 제도1)를 활용하고 있다.
-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기관 또는 네이처 컨저번시와 같은 민간단체에 보전지역권을 기증한 토지소
유자에게 동일한 가치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를 인정하는 혜택을 마련하는 등(연방 내국세법 제
170(h)조) 토지신탁을 장려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 미국 내무부는 1965년부터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
LWCF)’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9억 달러, 4만 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 연안 국립공원’이 대표적인 연안토지 관리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1. 미국 토지신탁운동을 통해 보존관리 중인 지역 변화(1985~2015)

출처: http://s3.amazonaws.com/landtrustalliance.org/2015NationalLandTrustCensusReport.pdf (2018. 8. 9. 검색)

1) 보전지역권 제도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호기구인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개발이나 상업적인 이용
등을 제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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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 Wildlife Service)은 ‘스포츠 낚시 복원 및 선박
신탁기금(Sport Fish Restoration and Boating Trust Fund)’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을 통해 뉴저
지의 ‘Cohansey River and Bayshore Wetlands Preservation Project’나 알라스카의
‘Iliamna Islands Conservation Easements – Bristol Bay Watershed’ 등 다양한 연안토지매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토지신탁운동을 전개 중인 미국의 민간단체 가운데
다수가 그 활동 범위를 남미 등 국외로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단체로 거듭나고 있다.e) f)
- 대표적인 사례로 ‘톰킨스 컨저베이션(Tompkins Conservation)’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단체는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지보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 단체는 최근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의 CEO로부터 칠레 파타고니
아 지역의 약 1000만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 받았으며, 해당 토지를 칠레 정부와 함께 국립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 이처럼 미국 토지신탁운동 비정부기구들의 예산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졌고, 환경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제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주변 국가들과 협력, 지원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환경국민신탁이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토지신탁 단체가 일부 연안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연안지역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g) h)
- 우리나라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낙동강 하구 논이나 백두대간 생태축
등 삼림 및 임야지역을 관리･보전하고 있으나, 연안지역의 경우 ‘해안선생태복지조합’이라는 일반
신탁기금의 형태로 국민들의 참여에만 의존하여 연안환경 보존이 추진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현재 신탁관리 중인 농지나 밭, 임야 등과 달리 연안지역의 경우
유일하게 신두리 해안사구를 시민모금을 통해 매입을 계획 중이다.
- 이와 같이 토지신탁을 통한 연안지역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관련 활동단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관련 기관 및 프로젝트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도하여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보호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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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산업 우위 해양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해양정책 행정명령에 드러나
■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천을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a)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멘도치노 국유림의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최대 산불로 기록되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하천수를 불필요하게 태평양으로 흘려보
냄으로써 물 부족 때문에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자연의 원리를 공격하는 듯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얼핏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 치누크 연어 등 보호대상 생물들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법은 하천수를 일정
한도 이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개에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의 농업 및 수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환경법이 자신들의 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캘리포니아 멘도치노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과 그에 대응하는 소방관들의 모습

출처: https://www.npr.org/2018/08/09/637181464/trump-claims-california-is-wasting-water-that-could-be-used-to
-fight-wildfires (2018. 8.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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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해양정책 행정명령은 환경보다 경제와 산업을 중시하는
그의 국정철학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b) c) d)
- 지난 6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환경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양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cean Policy to Advance the
Economic, Security, and Environmen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다.
- 이 해양정책 행정명령은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잘 드러나듯이 경제와 산업을
우선시하는 현 미국 정부의 입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의 제1항에서부터 해양의 의미를
해양산업의 토대가 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로 찾고 있다.

그림 2.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정책 행정명령 서두

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regarding-ocean-policy-advance-econo
mic-security-environmental-interests-united-states/ (2018. 8. 17. 검색)

- 이 행정명령은 향후 미국 정부의 해양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제13547호 ‘해양, 연안, 오대호의 관리(Stewardship
of the Oceans, Our Coasts, and the Great Lakes)’를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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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호의
기름유출 사고 이후 높아진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양환경의 취약성,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사회 정의, 생물학적 다양성, 회복탄력성
(resilience)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바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까지 받아들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정부의 해양정책이 환경보전보다
바다의 경제적 활용과 자원개발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해양대기청(NOAA) 등 행정부의 해양 관련 기관들과 고위공직자들도 트럼프 정부의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e)
- 지난 7월, 미국 해양대기청의 청장 직무대리인 팀 갤로데 소장(Rear Admiral Tim Gallaudet)은
상원의 해양･대기･수산･연안경비대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NOAA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
(Blue Economy Initiative)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 그는 미국이 자신들의 바닷속보다 달과 화성을 더 정밀하게 탐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NOAA는 미국 EEZ에 대해 더 잘 알아가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그에 따르면 블루 이코노미는 해운, 관광, 해양탐사, 수산 등을 포함하며 미국 GDP에 대한 기여가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원에서의 그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해양산업을 중시하는 해양
정책 행정명령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상원의원들은 갤로데가 며칠 전 발표한 자료와 당일 소위원회 답변에서 과거와는 달리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등의 주요 키워드들을 빼먹은 것을 지적하며, NOAA가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 정치적 여건에 따른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정부 정책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하고 또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c)
- 과거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해양환경 관리를 중시하는 미국의 해양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뒤집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정상적인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미국의 정치여건과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미 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는 사실 당연한 현상이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국가의 해양정책과 같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정책 분야에서 양극
단의 정책이 자주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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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경제, 전 산업 대비 2배 성장

■ 해양과 오대호가 미국 전역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a)
- 美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 따르면 미국
해양경제 부문의 GDP 규모는 320억 달러이며, 총 고용은 3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미국 전체 GDP와 고용의 1.8%, 2.3%에 해당한다.
- 2014~2015년 미국 해양경제 부문의 GDP(부가가치)는 5.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GDP 증가율(2.7%)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해양경제 부문의 고용은 9만
7,000개(3.2%) 증가했다.
- 해양과 오대호 경제는 크게 해양 건설, 해운, 해저자원 개발, 조선, 해양관광･여가, 수산업(관련업
포함) 등 6개 산업으로 구성되며, 해양관광･여가, 해운, 조선 산업 순으로 고용이 높았으며, 해양
관광･여가, 해저자원 개발, 해운 산업 순으로 GDP 비중이 높았다.

그림 1. 미국의 해양 부문 고용 및 GDP(2015년)

출처: https://coast.noaa.gov/data/digitalcoast/pdf/econ-report.pdf (2018.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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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 및 여가 산업이 미국 해양 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a)
- 해양관광･여가 산업은 230만 명의 고용과 116억 달러의 GDP를 창출하며, 이는 각각 미국 해양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인 72%, 36%를 차지한다.
- 그러나 계절성이 있는 관광 산업의 특징 상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 1인당 임금은 24,000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지불하고 있으며, 해저자원 개발 산업의 1인당 임금이 15만 달러로 가장 높다.
- 고용 부분에서는 해운산업이 45만 여명, GDP 부분에서는 해저자원 개발 산업이 107억 달러로
해양관광･여가 산업의 뒤를 잇는다.

■ 우리나라 해양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b) c)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해양산업 사업체수는 총 1만 7,854개, 종사자 수는 31만
1,091명이며, 수산업 사업체 수는 총 12만 5,283개, 종사자 수는 89만 861명이다. (어업인을
포함하면 총 104만 5,261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해양경제의 고용은 수산업(698,059명), 수산관련산업(192,802명)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162,145명) 순으로 높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해양 레저 활동, 마리나 산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해양관광 및 여가 부문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 또한, 최근 남북 관계가 원만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필요하다.

최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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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어기, 멸치 및 해파리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
■ 중국, 2017년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한 휴어제를 실시한다.a)
- 2017년 중국 농업부에서 「2017년 해양 휴어 실시 사업에 관한 농업부 사무청의 통지(农业部关
于调整海洋伏季休渔制度的通告)」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발해(渤海), 황해(黄海), 동중국해 및
북위 12도 북쪽의 남해(베이부완(北部湾, 중국 남해 서북쪽에 있는 해만) 포함) 해역의 중국 모든
해역에서 휴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통상 6월에 시작되었던 해역 조업 금지 기간이 5월로 앞당겨져 전체 조업 금지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휴어제로 불리고 있다.

■ 휴어기 동안 해파리와 멸치에 대한 생산 규제를 완화하였다.b)
- 2017년부터 실시한 휴어제는 휴어 기간 동안 모든 품종의 조업을 금지시켰으나, 생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특수 경제 품목인 해파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 지난 5월 2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2018년 휴어기 동안 특수 경제 품종에 대한 전문
어획 허가 및 어획 보조 어선 조율에 대한 통지(2018年伏休期间特殊经济品种专项捕捞许可和
捕捞辅助船配套服务安排的通告)」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특수 경제 품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
품종에 멸치를 포함시켰다.
- 해당 통지에 따르면 2018년 휴어기 동안 해파리는 10일 동안 조업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자원량
에 따라 조업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멸치의 경우 2018년 휴어기 동안
새로 조업을 허락한 품목으로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의 휴어기 멸치 조업 방식은 해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다.a) b)
- 2016년 기준 중국의 멸치 생산량은 98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황･발해(76만 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중국해(17만 톤)와 남중국해(5천 톤)의 순이다. 각 해역 생산량 차이에 따라 중국의
휴어기 멸치 조업 방식도 다르다.

| 43

표 1. 중국 해역별 멸치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황･발해

43.4

59.3

63.7

60.3

73.1

75.2

76.6

동중국해

12.2

13.2

14.5

14.3

7.5

15.5

16.7

남중국해

4.2

4.2

4.2

12.1

5.0

4.9

5.1

합계

59.8

76.7

82.4

86.7

85.6

95.6

98.4

출처: 2018년 상반기 KMI-상해해양대 공동 심포지엄 발표 자료

- 멸치 생산량이 가장 많은 황･발해의 경우 9월부터 2~4cm 길이의 멸치를 생산하기 시작하며 조업
시간에 따라 점차 6~7cm의 멸치까지 어획한다. 주요 기선 저인망으로 어획하여 어획한 멸치는
사료 혹은 어분으로 사용된다.
- 이와 반대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생산 기술이 가장 뛰어난 해역으로 쌍끌이 기선 저인망을 통해
멸치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업된 멸치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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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성 기술이 수산분야에 미칠 영향: 블록체인, 센서, AIS를
중심으로
■ 올해 발표된 세계어업양식백서(SOFIA)1)에서 향후 어업･양식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와해성 기술’로 블록체인, 센서 및 AIS가 명시되었다.a) d)
- 와해성(disruption)이란 한 사회 내에 존재해 왔던 상황･요인들의 극적인 변화 또는 파괴를 의미한다.
- 이러한 와해성의 의미와 연계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란 용어는 신조어로서 보통
[표 1]과 같은 4가지의 잠재적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사용된다.
- 블록체인, 센서 및 AIS 등이 와해성 기술로 언급된 이유2)는 동 기술들이 어업･양식 분야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긍정적･부정적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이 기술들은 국제 수산물 교역 시장을 재편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와해성 기술의 잠재적 요건
용어

와해성 기술

잠재적 요건
･
･
･
･

동
동
동
동

기술의
기술의
기술이
기술의

정교함(refinement)이 부족한 경우
성능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제한된 계층에게만 알려진 경우
실제 적용에 있어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출처: 2018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SOFIA), page 178 (2018. 8. 10. 검색)

■ 금년 SOFIA에서는 동 기술들에 의한 수산분야 주체들의 정보체계 및 수산 자원의 평가･
관리기능 향상 등 향후 수산경제에 미칠 다양한 혁신적 변화가 조망되었다.a) b) e)
- 블록체인(blochchain)기술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중앙기관의 검증･인증 없이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센서(sensors)는 관련 경제주체들이 어획물, 어업활동 및 어선 등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의 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결합하여 어선간의 충돌
1) 세계어업양식백서(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SOFIA)는 매년 수산분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
세계 이슈를 FAO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2) 예를 들어, 이러한 와해성 기술들은 수산물의 이력 정보, 기상 정보 예측, 위성을 통한 선박의 위치추적 등의 향상으로
어업인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어업행위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주
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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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뿐만 아니라 어선에 대한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해상 교통안전의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 SOFIA는 향후 수산업에 도입･활용될 이러한 각각의 와해성 기술이 궁극적으로 [표 2]와 같은
변화를 주도할 것임을 전망했다.

표 2. 와해성 기술로 인한 수산업의 주요 변화
구분
블록체인

센서

AIS

주요 변화
･
･
･
･

소규모 어업･양식업자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수산물의 이력추적 강화
수산물 수입국의 강화된 수입조건에 대응 가능 3)
수산물의 합법적･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 가능

･
･
･
･
･

공해어업활동의 실시간 추적 가능
파고, 해류 등 어업의 안전을 위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어업 활동의 감시기능 강화
사진, 비디오 자동 판독 등 어획자원(량)평가 가능
해양 생물종의 성장과 분포, 어업과 양식을 위한 공간계획 등
수산자원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 가능

･
･
･
･

어선 간 충돌 방지 등 안정성 강화
어선의 국적, 위치, 경로 등의 실시간 확인 가능
국내외 선박의 어업활동 통제･관리 기능 강화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어획노력량,
(수산 관련) 사회경제지표 및 어업 패턴 추정 가능

출처: 2018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SOFIA), pages 179-181 (2018. 8. 10. 검색)

■ 동 기술은 이미 주요 수산 선진국 및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다.b) c) d) e)
- 변화하는 수산 환경에 따라 이미 주요 선진 수산 국가들은 블록체인, 센서, AIS 등을 도입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피쉬코인
(Fishcoin)의 개발 등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참치 마케팅 회사인 Pacifical社는 8월 들어 이미 참치 생산이력추적 플랫폼을 확장하고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의 생산이력추적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참치 생산 인증
(MSC) 표시를 시작했다. 이들의 블록체인 통합에는 220척의 어선, 전체 공급망, 그리고 연간
3,500만 마리의 참치 위탁 서비스망을 포함한다.
- 센서 기술은 IoT 기술과 융합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은 양식 선진국은
센서를 통해 모든 양식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 및 위생･검역조치(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등 수산물 수입국으로부터 요구되는 보다 더 강화된
수산물 이력정보에 대해 수산물 수출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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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센서 기술은 새 시장 창출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세이프 캐치 사(Safe Catch)는 소비자들
이 참치 소비를 꺼리는 이유를 중금속 함량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참치를 잡는 즉시 센서를 통해
참치 속 중금속과 수은 함량을 점검하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이프 캐치사는 참치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 자동 선박 식별 장치의 경우 태국은 해상에서 위성을 통해 육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호주는 최근 아이슬란드 기술 회사인 트렉웰(Trackwell)을 통해
수천 대의 상업용 어선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적용하기도 했다.

■ ‘와해성 기술’의 도입과 활용과 관련해서 주의 및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a) f)
- SOFIA는 ‘와해성 기술’의 사용은 수산분야의 다양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지만,
불법어업을 조장하거나 남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상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즉, ‘와해성 기술’이 도입･활용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동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제주체들이 수산물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 한편,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 ‘와해성 기술’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
지 못하게 되면, 효율성 저하 등의 내재적 위협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비관세 장벽의 한계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 블록체인, 센서 및 AIS는 수산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와해성 기술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현실에 이러한 와해성 기술의 도입이 어떠한 긍정･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것 인지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atom@kmi.re.kr/051-79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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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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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어업의 조업 영역 확대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 1950년부터 2014년까지 65년 동안 기업형 어업의 조업 이동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났
으나, 이동한 거리당 어획량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a) b) c)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이하 UWA)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하 UBC)의 공동 연구팀은 어획량에 대한 고해상도 지도
를 바탕으로 기업형 어업의 조업 영역 확대를 조사하였다.
-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기업형 어업이 평균 조업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2배로 증가
하였으며, 조업 어장 면적은 60%에서 90%로 확대되었다.
- 그러나 확대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업형 어업의 어획량 80%를 담당하는 상위 20개 국가의
선단은 훨씬 적은 양을 어획하고 있다.
- 기업형 어선의 어획량은 2014년 1,000km 당 약 7톤을 어획하였으며, 이는 1950년대 1,000km
당 약 25톤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세계적으로 기업형 어업의 생산성은 1996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a) b)
- 기업형 어업의 조업 영역 확장에도 어업 생산성에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에 기업형 어업의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996년 이후 지역당 기업형 어업 어획량은 22% 감소하였다. 이는 극지방으로의 어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감소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UWA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티클러(David Tickler)는 기업형 어업이 어획을 위해 더 많은 연료와
시간을 소비하지만 이전처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어획량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 일부 국가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기업형 어업이 먼 해역에서 조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b) c)
- 기업형 어업의 조업 구역을 연도별 매핑한 결과, 대부분 국가는 자국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한국, 중국, 대만, 스페인 등 보조금과 연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어선은 자국
에서 수 천 km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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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국가별 기업형 어업 어획량 분포 및 강도의 공간적 매핑

출처: https://phys.org/news/2018-08-fishing-fleets-fish.html (2018. 8. 10. 검색)

- 관련 연구자들은 기업형 어선에 보조금 지급 시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보조금이 없을 시 이러한 국가의 어업 이익은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 현재 해당 관할 수역의 조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상위 20개 기업형 어업국
중 11개국은 1950년대 이후로 조업 영역을 넓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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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영역의 확장은 전 세계의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a) b) c)
- 조업 영역의 확장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대륙의 연안과 군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어획은 대륙붕에서 이루어지지만, 지난 65년간 공해에서의 남획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 UBC의 수석 연구원 대니얼 파울리(Daniel Pauly)는 지속적인 조업 어장 확대와 어업 노력의 강화로
극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산자원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연구 공동 저자인 UWA의 제시카 미우윅(Jessica Meeuwig)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형 어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성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wslee@kmi.re.kr/051-797-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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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품안전성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는 수산물
■ 일본 에히메현, 장어구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다.a)
- 일본의 복날인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うし）の日, 올해 7월 20일과 8월 1일)에는 보통 장어
덮밥, 장어구이 등의 장어요리를 보양식으로 먹는 전통이 있다.
- 올해, 일본 에히메현(愛媛県)에서 장어구이를 섭취한 194명이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일
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 에히메현에 따르면 이번 집단 식중독은 JA오치이마바리(越智今治)가 운영하고 있는 직매소 ‘사이
사이키테야’(さいさいきて屋)의 선어 코너에서 판매한 장어구이를 먹은 194명에게서 나타났으며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 이마리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환자와 장어구이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동일하여 27일부로 직매
소의 위생관리 개선 명령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금지 처분을 내렸다.

■ 중국 장쑤성,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다.b)
- 중국 장쑤성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사는 가정주부 왕(Wang)씨가 새우를 씻다가 생긴 상처로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고 한다.
- 비브리오 패혈증은 매년 6월~10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주요
감염 경로는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와 비브리오 패혈증균으로 오염된 어패류, 바닷물 등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경우가
있다.
- 비브리오 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패류독소 및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등 수산물 식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다.c) d)
- 우리나라에서 3월말에서 4월초경 패류독소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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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패류독소를 조사,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및 품종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6월 비브리오 패혈증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6월 11명, 7월 24명, 8월 59명, 9월 106명, 10월 61명, 11월 3명, 12월 2명으로 환자가 집계되
었으며, 해당기간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1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식품 안전성 문제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물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수산물의 위
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일본,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 예산 증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식량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 해외 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입식품의 효과적인 감시지
도와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도모를 위한 ‘2018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
국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3억 달러를 증액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
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출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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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수산자원 변동폭
증대, 관련 연구 강화 필요
■ 일본 내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a) b)
- 일본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2017년 일본의 해면어업 어획량은 325만 7,700톤으로 전년 대비
0.2%(5,900톤) 감소하였다.
- 이 중 오징어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6만 1000톤으로, 1956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오징어뿐만 아니라 연어류와 꽁치도 흉어가 이어져 수산물 시장가격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
-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해수 온도 변화에 의한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소 변화가 제기
되고 있다.

그림 1. 일본 부근의 해수면 온도 관측 사진(8월 1일 기준)

출처: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172664 (2018.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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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 온난화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c) d)
- 일본 미야기현의 문어 어획량은 작년의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거래가격은 두 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지역 내 수산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냉수성 동물인
문어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산란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일본 북쪽에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참다
랑어 어군이 산란장을 찾아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온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해역도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에 변화가 일고 있다. 50년 전에 비해 명태,
참조기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멸치,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늘고 있다.
- 어획 어종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고수온 현상으로 해조류가 녹아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해양 생태계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면 수산자원들은 서식환경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의 변동폭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모
니터링과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윤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lsy11@kmi.re.kr/051-79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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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어류의 이동이 국제적인 수산분쟁 유발할
수도
■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의 이동이 늘어
났다.a) b) c) d)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상업용 어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이 적정 수온을 찾아 원래 살던 바다를
벗어나 극지나 외해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미국 서부해안에 서식하던 연어가 캐나다 해역까지 북상하고, 미국 남동부에서 흔히 어획되던
농어와 넙치는 매사추세츠 주 앞 바다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스코틀랜드 주변해역에 서식하던
고등어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역을 찾아 아이슬란드까지 북상하면서 스코틀랜드 어획고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최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 392종을 배타적 경제수역 261개소
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해양생물이 10년 동안 평균 70km의 속도로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림 1. 2100년까지 새로운 수산 자원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붉은색은 새로 서식하는 종의 수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climate-change-already-sparking-fishing-wars_us_5b215152e4b0a
dfb82706c39 (2018.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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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어류의 이동은 국제적인 어업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a) b) c) d)
- 수산업을 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연안에서 200해리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을
관리하고, 인접국가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될 경우 협상을 통해 어업권을 조정한다.
- 하지만 러트저스 대학 마린 핀스키(Malin Pinsky) 교수는 온난화로 인해 상업용 어류가 다른 나라
의 관리 수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양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즉, 해양생물의 지리적 변화가 국제적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스탠포드 해양 솔루션 센터(Stanford Center for Ocean Solutions)의 연구원 엔지 도엘(Angee
Doerr)은 특히 식량에서 해양수산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열대지방의 개발도상국가가 어장의 손실로
많은 피해를 겪을 것이며 주변 나라와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우리나라 역시 주변 해역에서 어종의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측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어종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d) e) f)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지난 50년간 1.12℃가 상승했는데 이는
전 세계 해역의 표층수온 평균 상승 온도 0.5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난류성
어종인 멸치와 고등어, 오징어, 다랑어 등의 어획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꽁치 등의 어획량은 현저히 줄었다.
- 우리나라 역시 해양자원의 이동과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어장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갈등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예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oyj1115@kmi.re.kr/051-79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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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선박의 70% 조세피난처에 등록

■ 불법어업과 조세피난처의 관련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a)
- 네이처 앤 에볼루션(Nature and Evolution)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 선박의 70%가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연구는 조세피난처가 해양 및 아마존 열대우림의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톡홀름 대학교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가 수행한 것이다.
- 동 연구에서는 전 세계어업(global fisheries)과 아마존 열대 우림의 환경과 조세피난처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례분석 및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세피난처 IUU 어업의 온상이 되다.a)
-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는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을 IUU 어업으
로 꼽았다.1) 대규모 상업 어업의 30% 이상이 과잉 어업2)을 하고 있으며, 약 11~26백만 톤이
IUU 어업으로 어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3) 또한, IUU 어업은 자원 훼손 뿐 아니라 어선원 인권유린,
마약밀수,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와도 관련이 깊다.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및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을 이용한 IUU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 피난처의 대부분이 편의치적국으로 분류되는데, 편의치적국은 IUU 어업 단속이나 기
국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낮다.
- 전 세계 등록어선의 4%가 조세 피난처에 등록되어 있다. 지역수산기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에 따르면, IUU 선박의 70%가 파나마와 벨리즈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등록되어 있다.

1) UNGA Resolution A/RES/71/1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New York, 2016), (2018. 8. 14. 검색)
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6: Contributing to FoodSecurity and Nutrition for All ,F
AO, Rome, 2016 (2018. 8. 14. 검색)
3) Agnew, D. J. et al. Estimating the worldwide extent of illegal shing.PLoS ONE 4, e4570, 2009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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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세피난처 등록 IUU 선박 현황

주 1: FAO Fishing Vessels Finder database에 등록된 전 세계 어선 수는 총 257,798척이며, 이 중 IUU 선박은 209척
임. 막대그래프의 짙은 파란 선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어선의 척수를 나타냄. 좌측 원그래프는 전체등록어선 중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어선의 비율을 나타내고, 우측 원그래프의 짙은 파란색은 IUU 선박 중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어선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http://www.stockholmresilience.org/research/research-news/2018-08-13-the-hidden-environmental-con
sequences-of-tax-havens.html (2018. 8. 14. 검색)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9-018-0497-3.epdf?shared_access_token=P8nUx3f05lkcgHFdHo0h
c9RgN0jAjWel9jnR3ZoTv0O8GU_BLMYWb_giM578jF6nT1eIEpuaDt2QfNTwnTDLWUihQGPzSI2rPkfnTSIsxRIq
hDps6rMLGwdGz9tJgWJ4zS_2gsW1F-YdevGJSTiSryeMQ8ubmI81bIuF_lE3768%3D (2018. 8. 14. 검색)

■ IUU어업 근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a)
- 조세피난처 이용과 편의치적 제도 남용으로 인한 IUU 어업 및 어업 범죄가 발생, 재발되지 않도록
각국 정부의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탈세(tax evasion)를 사회경
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책임있는 조업국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어업 질서와 규범준수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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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9-018-0497-3.epdf?shared_access_token=P
8nUx3f05lkcgHFdHo0hc9RgN0jAjWel9jnR3ZoTv0O8GU_BLMYWb_giM578jF6nT1eIEp
uaDt2QfNTwnTDLWUihQGPzSI2rPkfnTSIsxRIqhDps6rMLGwdGz9tJgWJ4zS_2gsW1FYdevGJSTiSryeMQ8ubmI81bIuF_lE3768%3D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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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획노력량, 한국 등 고소득국에 편중되어 있어

■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연구1)결과에 따르면, 공해
에서의 어획노력량 비중은 한국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이 86%를 차지하였으나, 저소득국의
경우 3% 미만에 불과하였다.a) b)
- 2016년 공해에서 어획노력량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28.7%), 대만(23.5%), 일본(17.4%),
한국(9.3%), 스페인(7.4%) 순으로 모두 고소득국(중상위소득국 포함)이었으며, 상위 20위 이내
국가 중 저소득국(중하위소득국 포함)은 바누아투와 우크라이나 밖에 없었다.
- 분석결과를 어획량(2014년 FAO 통계 재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5개국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차지하는 비중은 어획량의 59%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 한편, 공해상의 어획노력량을 대양별로 분류하였을 때 태평양과 대서양의 비중이 각각 61%, 24%로
가장 조업이 활발한 수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세계 어획노력량 비중

출처: Douglas J. McCauley et al.(2018), Wealthy countries dominate industrial fishing (2018. 8. 10. 검색)

1) Douglas J. McCauley et al.(2018), Wealthy countries dominate industrial fishing, Science Advance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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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소득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노력량은 중국, 대만, 한국이 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b)
- 저소득국 수역에서는 조업의 78%가 고소득국 어선의 활동인 반면, 고소득국 수역에서의 조업은
대부분이 자국 어선들의 활동이었다.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 조업시간을 어획노력량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는 어구의 특성, 불법성 여부를 반영시키지 못했고, AIS 장치가 없는 소형
선박은 분석에서 누락되는 자료상의 한계점이 있었다.

그림 2. 고소득국(A) 및 저소득국(B)의 어획노력량 밀집도

출처: Douglas J. McCauley et al.(2018), Wealthy countries dominate industrial fishing (2018. 08. 10. 검색)

■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해양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상반되는 의견도 있다.b) d)
-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조업활동이 편중되면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일례로, 기니는 어획노력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국민의 75% 이상이 수산물 섭취 감소 시 미량영양소 부족에 노출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조업활동이 수산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다. 키리바시
의 경우에는 2016년 어업권 판매를 통해 1.2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개발도상국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선진국으로부터 가공･재수입되어 식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량주
권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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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해 생물 보호 등 수산자원 보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
- UN 공해 생물다양성 조약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공해 수산자원 보호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강한애 수산연구본부 FTA 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ha0908@kmi.re.kr/051-797-4572)

참고자료

a) https://cosmosmagazine.com/biology/five-nations-take-the-lion-s-share-of-theworld-s-fish (2018. 08. 10. 검색)
b) Douglas J. McCauley et al.(2018), Wealthy countries dominate industrial fishing,
Science Advances, 4(8) (2018. 08. 10. 검색)
c)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aug/05/last-chance-save-oceansfishing-un-biodiversity-conference (2018. 08. 10. 검색)
d) https://www.nature.com/news/nutrition-fall-in-fish-catch-threatens-human-health
-1.20074 (2018. 0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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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금어기 영향, 국내 갈치 생산 호조 전망

■ 중국 농업부, 작년 수준의 엄격한 동중국해 금어기를 시행중에 있다.a) b) c)
- 중국 농업부는 2018년 중국의 금어기 시행을 발표하고 황해와 동중국해(북위 26.3도와 35도
사이)의 금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 종전에 6월부터 시작되었던 금어기가 2017년부터 강화되어 한 달 앞당겨진 5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금어기 기간이 108일에서 139일로 확대되었다.
- 중국의 금어기는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 자치구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 1995년 동중국해를 시작으로 1999년 남중국해, 2002년 양쯔강, 2010년 주강, 올해 황허강에
이르기까지 금어기를 확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어업자원 감소, 해저오염 심화 등의 이유로 자원
회복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동중국해 금어기, 최근 우리나라 갈치 생산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d)
- 우리나라 갈치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3만 2,233톤을 기록했으나, 작년 5만 4,481톤이
생산되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8.5%, 36.3% 증가하였다.

그림 1. 최근 5년 갈치 생산량

출처: 통계청

그림 2. 갈치 생산량 추이

출처: KMI 수산업관측센터

- 국립수산과학원 등 업계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갈치 생산량 증가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동중
국해 금어기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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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의 우리나라 내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제주 주변해역의 예년보다 다소 높은 수온, 풍부한 먹이
자원 등과 함께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한정한 갈치 금어기(7월 1일~31일)의 시행 등이 생산량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 작년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기 전이었으나 입법예고 되어 제주
근해연승어선들은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조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3. 동중국해 금어기 수역

출처: https://www.ukpandi.com/ (2018. 8. 10. 검색)

그림 4. 갈치 조업 가능 구역

출처: http://www.hankookilbo.com/ (2018. 8. 10. 검색)

■ 올해 갈치 생산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양한 수급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연근해산 갈치 누적 생산량(7월말 기준)은 2만 2,342톤으로 평년 대비 42.3% 많았으며, 생산이
급증했던 작년 동기(2만 1,138톤)보다도 많았다.
- 중국의 동중국해 금어기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령 개정으로 작년과 같이 북위 33도 이남에서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올해 갈치 생산량은 작년보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비축, 소비촉진 등 다양한 수급안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남호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nhkim@kmi.re.kr / 051-797-4518)

참고자료

a) https://wannianli.tianqi.com/news/225727.html (2018. 8. 10. 검색)
b) http://www.mrcjcn.com/n/259068.html (2018.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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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china-144810/ (2018.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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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치는 회유성어종으로 동중국해에서의 조업 상황이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며 보통 7월부터 어획량이 증가했으나 동중국해
금어기가 한 달 앞당겨진 작년과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한 달 빠른 6월부터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

일본, 육상 폐쇄형 순환여과식 연어양식 기술개발에 집중

■ 기존 연어양식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a) b) c) d) e) f)
- 연어 해상양식은 20℃ 이하의 해수가 흐르고 조류와 파도가 약한 만(灣)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같
은 까다로운 환경적 조건 때문에 주로 노르웨이와 칠레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
계적으로 연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두바이에서는 노르웨이 연어 가공 회사와 합작하여 태양 에
너지를 이용한 육상 연어 양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심해 연어 가두리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환경적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기존의 연어양식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어양식은 민물에서 알을 부화
시켜 12-18개월까지 양식한 후 해상 양식장으로 옮기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최근 해상
양식 단계에서 질병과 기생충으로 인한 폐사, 연어의 양식장 탈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더 먼 바다 또는 육상 양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해상 양식장에서 기르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육상 수조에서 스몰트(Smolt, 새끼 연어)를 더 성장시켜 해상 양식 단계에 투
하하고, 스몰트 양식을 위한 순환여과 양식시스템에 투자하는 등 양식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일본 기업의 육상 폐쇄형 순환여과식 연어양식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a)
- 일본은 하절기 동안 해수 온도가 높고, 해상조건을 갖춘 만(灣)이 희소하여 열악한 연어양식 조건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FRD 재팬(FRD Japan)의 육상 폐쇄형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Land-based Closed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이하 ‘폐쇄형 RAS’)1)이 기존 연어
양식시스템의 문제점과 까다로운 양식조건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FRD 재팬은 도쿄 근처에 있는 지바(Chiba)현 키사라주(Kisarazu) 도시에 ‘폐쇄형 RAS’ 시범공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어 1500톤 생산이 가능한 상업성 공장건설을 2021년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FRD 재팬이 개발한 ‘폐쇄형 RAS’는 수온 유지비용 절감, 어분 사료 이용 감소, 어류 질병 방지
등의 강점을 갖고있다. 우선, 기존의 순환양식 시스템에서는 매일 사육수의 20-30%를 교체해야
하지만, FRD 재팬의 시스템 하에서는 수돗물을 이용한 인공해수를 수조에 주입해 놓고 순환2)
1) 신문기사에서는 ‘육상형 연어양식(land-based salmon farming)’으로 지칭하였으나, FRD 재팬 홈페이지 확인상 ‘육상
폐쇄형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Land-based Closed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Closed RAS)’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하여 ‘폐쇄형 RAS’(Closed RAS)로 정리하였다.
2) 폐쇄형 RAS 시스템에서는 사육수의 약 0.2%가 교체 된다.(출처: http://www.frd-j.com/en/about/,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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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15℃ 정도를 유지하여 연중 연어양식이 가능하고 전기료 부담이 적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어분사료 사용을 지양하고 ASC 인증을 받은 사료를 이용하며, 해수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 ‘폐쇄형 RAS’는 2단계 필터로 수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해수 전기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체형태의 염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한다. 아직은 대규모 연어양식
실험과 탈질소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그림 1. FRD 재팬의 ‘폐쇄형 RAS’ 기술

주: 박테리아가 수조 내 유독성 암모니아를 질소가스로 분해한 후, 탈질소 탱크로 옮겨
져 질산염의 산소 제거와 무해한 질소의 배출 과정을 거친다.
출처: http://www.frd-j.com/en/cras/ (2018. 8. 14. 검색)

■ 일본의 연어양식 기술개발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a)
- FRD 재팬은 ‘폐쇄형 RAS’로 연어를 생산한다면 일본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 낮은 유통비용으로
신선한 연어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우리나라는 일본의 환경적 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육상 연어양식 기술개발 사례를 바탕으
로 국내 기술도입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세계 연어양식 산업의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채령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chaelee@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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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뱀장어 공급 부진으로 가격 상승, 적절한 자원관리 필요
■ 일본 내 뱀장어의 물량 부족으로 도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a) b) c) d)
- 일본에서 올해 7월 20일과 8월 1일은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라고 불리는 한국의 복날에
해당하는 날로, 삼계탕을 먹듯이 일본에서는 보통 장어덮밥, 장어구이 등의 장어요리를 보양식으
로 먹는 전통이 있다.
- 하지만 올해 일본에서는 예년보다 장어요리로 몸보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7월 19일 “뱀장어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문점이나 유통업체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는 2018년산 실뱀장어 채포 부진으로 공급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어기(2017년 11월 ~ 2018년 4월)동안, 뱀장어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
어 채포량이 해류 변화 및 남획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약 40% 감소한 8.9톤에 그쳤다. 특히
일본 뱀장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가고시마의 경우 올해 잡은 실뱀장어가 작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 이처럼 실뱀장어 채포 부진으로 일본의 뱀장어 산지가격은 ㎏당(3마리 크기) 37,750원으로 작년
대비 40%나 올랐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어덮밥도 약 500~1000엔 올랐으며, 일반 슈퍼에서
파는 장어구이는 한 마리에 2980엔(약 3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일본 뱀장어(극동산)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2018년

등락률

1~7월

작년 대비

3마리

30,347

33,998

26,895

37,750

40.4

4마리

32,899

39,175

30,498

43,519

42.7

5마리

34,769

41,208

32,276

48,062

48.9

주: 각 주별 가격의 평균치임(중국은 광동지구, 일본은 아이치 중부 및 큐슈 남부, 대만은 전국)
출처: 일본양식신문

■ ‘복날’을 앞두고 외식･유통업계에서 뱀장어 판매 중지 및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e)
- 로얄홀딩스 산하의 패밀리 레스토랑 ‘로얄호스트’, 튀김덮밥 체인점 ‘텐동 텐야’는 충분한 수량의
장어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상품 판매 취소를 결정했고, 오오토야홀딩스의 정식(定食) 전문 체인점
‘오오토야’는 장어덮밥 가격을 500엔 인상했다. 마케팅 담당자는 올해는 어떻게든 판매가 가능했
으나, 내년에도 판매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재료 조달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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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식 및 유통업체 장어 취급 현황
업체명

내용

로얄호스트

일본산 장어 조달이 부족해 테이크아웃 전문인 장어덮밥 판매 중지

텐동 텐야

계절 한정 토핑으로서 판매했었던 장어 튀김 판매 중지

오오토야

올해 봄 1,999엔으로 제공한 장어덮밥을 6월 하순부터 2,500엔으로 가격 인상

유메안

가고시마현산 장어를 확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500엔 높게 설정

이온

2023년까지 생산 및 유통 이력 확인이 가능한 장어만 취급

래디쉬보야

장어 대체품으로 꽁치구이, 소고기 스테이크 등을 제안

출처: 산케이비즈(https://www.sankeibiz.jp)

■ 일본 내 뱀장어 공급 부진의 영향으로 중국산 가격 또한, 상승하였다.f) g)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뱀장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 수출대상국은 일본이다. 그런데
올해 2018년산 실뱀장어 입식 부진으로 일본 내 공급이 부족하자, 중국산 수입이 늘고 있다.
- 일본에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활뱀장어 물량은 3,166톤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수입단가 또한, kg당 3.0$에서 3.7$로 상승하였다.
- 일본의 수입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중국 내 뱀장어 도매가격도 예년보다 30% 정도 높은
kg당 5,500~6,000엔(328~358위안)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

■ 뱀장어 공급 부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다.h) i)
- 부족한 뱀장어 공급량을 보충하기 위해 시즈오카현의 일본양만어업협동조합에서는 올해 봄부터
양식 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연장하여 뱀장어 출하크기를 두 배 정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증가시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 또한, 식품업계에서는 장어 판매 경쟁을 자제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이온은
장어 치어의 포획 및 유통경로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따라, ‘장어 취급 원칙’을 정해 2023년까지
생산 및 유통 이력 확인이 가능한 장어만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환경
보호 단체와 협력해 인도네시아산 비콜라종의 장어를 현지에서 양식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이 지역
장어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하기로 발표했다.
- 여러 유통업체에서는 장어 가격 급등에 따라 다양한 대체품도 내세우고 있다. 고등어, 돼지고기를
활용한 저가 상품의 진열 뿐만 아니라 “올 복에는 장어 대신 소고기”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 대형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는 장어구이 대신 '스태미나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 스테이크' 등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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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적절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j)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산 극동산 실뱀장어 채포량은 8.9톤으로 매우 적었다.
- 수산청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 실뱀장어 입식량은 21.7톤이나, 5년 연속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입식 제한 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불투명한 실뱀장어 거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뱀장어 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24개 현에서
신고한 2018년산 채포량은 5.3톤으로 수산청이 공표한 물량보다 3.6톤 적었다. 또한, 실뱀장어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대만에서 홍콩으로 불법 반출된 실뱀장어가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어, 일본
에 입식되는 물량의 60~70% 정도가 불법 수출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뱀장어 자원관리는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 조약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뱀장어의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관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모든 뱀장어 양식국가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아쉽게도 뱀장어의 완전양식을 위한 기술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원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어획 규제,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 불법어획이 의심되는 뱀장어를 먹지 않도록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뱀장어 치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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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김 생산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일본, 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어기 초 목표생산량을 설정했다.
-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 김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어기 초 목표생산량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저가품의 생산을 지양하고, 고품질의 김 생산을 통해 어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김 생산량과 목표생산량은 거의 일치했으나, 2018년 김 생산
량은 7,500만 속으로 목표생산량보다 1,000만 속가량 적었다. 목표생산량 달성률 또한, 88.8%에
그쳤다.
- 이처럼 김 생산이 감소한 이유로는 김 양식어가의 고령화와 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김 양식을 포기하는 어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일본의 연도별 김 목표생산량 및 생산량 추이

출처: 일본 해태산업정보센터, 「THE NORI INOFORMATION」, 각 년도

■ 일본 김 주산지인 사가(佐賀)현,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해 하수도 정비프로젝트를 도입
했다.a) b)
- 일본의 김 생산이 매년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주산지인 사가현에서는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해
하수도 정비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동 프로젝트의 도입 배경은 김 생장에 적합한 육수(陸水: 바닷물
이외에 육지에 있는 모든 물) 방출을 통해 양질의 김 생산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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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는 무기탄소와 영양염류(질소, 인, 규산)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육지로부터 정화된 물이
다량 방출될 경우 김 황백화 등으로 대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들은 2007년
부터 정화된 육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수국에서는 처리수 미생물을 제어하고 다수의 질소와 인이 포함된
육수를 방출했다. 주 생산 어기(10~3월)에는 질화(窒化)를 억제하고 질소(窒素) 공급을 늘린 반면,
휴어기(4~9월)에는 질화를 촉진시키고 질소를 억제했다.
- 이를 통해 사가시 하수도국에서는 오출수 청결도 향상은 물론, 기준치를 준수함으로써 양식어업인
들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색택 좋고 맛 좋은 양질의 고급김1)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 사가현산 일본 최고급 김 사례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728-00010001-fnnprimev-life (2018. 8. 3. 검색)

■ 우리나라 김 생산도 질적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
- 일본에서는 김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세에 있지만, 양질의 김 생산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가현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양식어가들은 가격 하락으로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설량 증대를 통해 생산량을 늘려
손해를 만회하려 하는 선례들이 많았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1) 사가현 마른김 평균 공판가격은 타 지역보다 속당 10~20%가량 비싼 1,443엔(2017년산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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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김 양식은 지금까지 부족한 수출량을 보완하기 위한 양적 생산에만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김 생산과 수출 종주국으로써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적 생산보다 일본과
같이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김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하나씩 챙겨나가야 할 때이다.

백은영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부연구위원
(eybaek@kmi.re.kr/051-79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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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ko.dict.naver.com/search.nhn (2018.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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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자원 = 국민 공유재산’ 등 7대 개혁(안) 제시

■ 일본경제조사협의회 제2차 수산업개혁위원회에서 7개 개혁(안)을 공표했다.a)
- 지난 7월 26일 일본경제조사협의회(日経調: Jap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2) 주관으로
제2차 수산업개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7개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 본 개혁(안)에는 지속적인 어업과 수산업 발전 및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업법
필요성 등 제도 개선과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 특히 “바다와 수산자원은 국민 공유의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였고, 동시에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양도성개별어획할당량(Individual Transfrable Quata, ITQ) 도입 및 어업 허가제의 전면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제시된 7대 개혁(안)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지역별 어업 및 수산업의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바다는 국민 공유재산 및 개인 면허제, ITQ 강화, 소비트렌드 대응 등 제시하다.a) b)
- 이번에 제시된 수산업 7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1> 참조).
- 첫째, ‘바다 및 수산자원의 국민 공유재산 명시’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어업 쇠퇴 등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특히, 현행 법률상 수산자원은 ‘무주물(無主物)’로 누구도 보전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
된 ‘국민 공유재산 명시’는 국민의 대표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어업인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및 시
민단체 등의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여 바다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둘째, ‘수산자원의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이다. 이는 정부, 생산자 등 수산자원 관련 이해당사
자 간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책임지고 생산자(어업인)는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자원 평가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이다.
- 셋째, ‘기존 어업권 폐지와 개인 면허제 등 대체 허가제도 도입’이다. 이는 현재의 어협 중심의
어업권이 어장 이용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제시되었다.
- 넷째, ‘ITQ 기반 강화’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산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경영을 목표로
2) 일본경제조사협의회(http://www.nikkeicho.or.jp)는 1967년 8월 31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기업 경영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문제를 중장기 관점에서 조사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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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위원회의 타카기 유우키(高木勇樹)위원장은 현재 조업은 하지 않으면서 어업 허가를 과
점하는 ITQ 폐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ITQ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 다섯째, ‘국제사회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변화’이며, 여섯째는 ‘수산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재조정’, 마지막은 기존 어업권을 폐지하고 ‘신제도 도입 및 체계 구축’이다.

표 1. 제2차 일본 수산업개혁위원회 7대 개혁(안)
구 분

7대 개혁(안) 주요 내용

원칙 1

바다와 수산자원은 국민 공유의 재산

원칙 2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활용

원칙 3

새로운 어업 및 양식어업 허가제도 확립

원칙 4

양도성 개발어획할당량(ITQ) 방식의 강화

원칙 5

국제사회의 동향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

원칙 6

수산분야 예산의 대폭적 재조정

원칙 7

새로운 어업제도 및 시스템 구축

출처: みなと新聞 (2018.07.26. 1면 1판)

■ ‘수산자원 = 국민 공유재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본 개혁(안)에서 제시된 "바다 및 수산자원 = 국민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행 수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어업권 및 수산업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동조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팀장
(nslee1203@kmi.re.kr / 051-797-4507)

강효녕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young@kmi.re.kr / 051-79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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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수입품 중 관세 인상 품목에 어분을 포함

■ 미국은 지난 1･2차 관세 조치에 이어 3차 관세 조치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표했다.a)
- 미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65%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1차로 34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1)한데 이어 2차로 약 16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 관세 인상 품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입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중국은 주로 미국산 농･수산물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중국의 관세 부과 품목(545개) 가운데 수산물 및 수산식품(171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31%에
달한다.2)
- 최근 3차 관세 조치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쳐(Robert Lighthizer)는 수산물을
포함한 중국산 약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것
이라고 공표했다.

■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제3차 관세 인상 조치에 맞서 어분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
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b) c)
- 중국은 앞서 미국의 1･2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바닷가재, 오징어, 대두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 이어 미국에서 재차 제3차 관세 조치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표하자, 중국은 어분, 훈제 연어, 대구간유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하지만 어분의 경우 양국에서 주장하는 수출량･수입량이 서로 달라, 피해 규모가 서로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에 따르면, 미국 어분의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은 중국으로 어분 6만 1248톤(약 8,700만 달러)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출처: KMI 월간동향,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 환경 변화 중, 2018. 7.
2) 전게서

76 |

- 그러나 중국 관세청에서는 2017년 미국 어분의 수입량은 10만 2731톤, 수입액이 약 1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 만약 중국에서 미국산 어분 수입 관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산 어분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분을 수입하는 나라에게는 그만큼 어분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분 수급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어분

출처: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552753/china-adds-fishmeal-to-us-products-that-could-face-25
-percent-tariff (2018. 8. 13. 검색)

황규환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ghhwang@kmi.re.kr / 051-79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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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달라질 수 있어
■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 수산부문에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다.a) b) c)
- 영국 정부와 EU는 2019년 3월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산분야
협상에서의 쟁점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무역 협상과 어획 쿼터 협상에 대한 것이다.
- 영국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수산부문의 생산 및 무역은 1% 미만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주변
유럽국들과의 어업권(fishing rights) 분쟁,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 원칙
하에서의 어획 쿼터 설정 등 역사적･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민감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수산업계는 브렉시트를 기회로 삼아, 어획 쿼터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향상시키고자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국의 수산물 수출에 중요한 시장인 EU는 CFP 원칙 하에서 기존 쿼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므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1. 영국의 10대 주요 수산물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2013~2017년)

출처: UKTPO(2018), Fishing in Deep Waters, Briefing Paper 21

■ 이러한 상황에서 어획 쿼터 증가 없는 모든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영국 수산부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a) b) c)
- 영국 무역정책 연구소(UKTPO)는 수산물(HS 03류) 무역에서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무역 협상과 어획 쿼터 협상의 유무 등을 5개 시나
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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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회원국들은 현 체제에서 CFP 원칙 하에서 쿼터(TAC) 할당 방식으로 어획이 이루어지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자원량의 공간적 배분이 가능한 지역 할당(zonal attachment) 방식으로
어획 쿼터를 협상할 수 있게 되며, 쿼터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의 어획 쿼터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청어
(herring), 고등어(mackerel), 북대서양 대구(saithe) 등 영국 어선들의 어획량이 증가하여 영국
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EU회원국들은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이
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쿼터에 의해 어획량이 조절되는 품종이 아닌 게(crab), 양식산 연어(salmon), 가리비
(scallop) 등은 쿼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지역(zonal) 쿼터 할당을 통한 영국과 EU의 10대 주요 수산물 퍼센트 변화율

출처: UKTPO(2018), Fishing in Deep Waters, Briefing Paper 21

■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영국의 어획 쿼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a) b) c)
- EU 탈퇴로 인한 잠재적인 영국의 이익은 수산업 전반에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무역 협상이 없더라도(No Deal Brexit) 어획 쿼터 증가가 있는 경우에 수산물의 가격, 생산, 무역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획 쿼터 변화가 없을 때와 50% 지역 쿼터가 증가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다른 수산물에 비해
청어의 생산과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어는 쿼터 변화가 없을 때,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5.9%와 –6.6%로 추정되었으
나, 지역 쿼터 할당이 있을 때는 생산과 수출이 각각 19.4%와 1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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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획 쿼터 증가 여부에 따른 영국 10대 수산물의 퍼센트 변화율
무역 협상 없는 브렉시트
(No Deal Brexit)

무역 협상 없고, 50% 지역 쿼터 있는 브렉시트
(No Deal Brexit with 50% zonal allocation)

가격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생산

수출

수입

대구(cod)

1.9

-7.6

-11.3

-8.3

1.7

3.4

0.1

-8.0

게(crab)

0.2

-2.5

-6.3

-2.2

해덕(haddock)

6.2

8.6

-7.7

1.1

5.8

13.9

-0.1

-1.0

대구류(hake)

2.0

-14.6

-15.8

-0.8

-0.5

31.0

30.3

-6.2

청어(herring)

5.4

-9.5

-9.7

-9.8

9.9

45.7

45.6

-19.2

고등어
(mackerel)

4.9

-5.9

-6.6

-8.8

6.4

19.4

18.5

-19.8

노르웨이 랍스터
(nephrops)

3.8

-1.9

-3.3

-3.3

-2.5

1.5

0.8

-10.6

북대서양 대구
(saithe)

2.9

-1.7

-9.5

-6.1

-27.7

18.1

48.0

-50.4

연어(salmon)

3.3

-0.6

-5.7

-3.2

가리비(scallop)

2.4

-4.4

-6.9

-1.5

출처: UKTPO(2018), Fishing in Deep Waters, Briefing Paper 21

■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와의 어획 쿼터 할당에 따라 영국 수산물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수입상대국 입장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쿼터 할당에 영향을 받는 골뱅이와 고등어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관심을 가지고
브렉시트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phj4798@kmi.re.kr/051-797-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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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해상연료유 공급의 문제

■ 2020년 이후 해상연료유는 고유황연료유, 저유황선박용경유, 초저유 황연료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a)
- 고유황연료유(High Sulphur Fuel Oil, HSFO)는 세계 주요 항구 즉 싱가포르, 로테르담, 홍콩,
푸자이라, 미 걸프 등에서 무리 없이 공급될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항구에서의 공급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 저유황선박용경유(Low Sulphur Marine Gas Oil, LSMGO)는 기존에 연료유 공급이 가능했던
거의 모든 항구에서 무리 없이 공급될 것이다. 하지만 초저유황연료유(Very Low Sulphur Fuel
Oil, VLSFO)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초기에는 LSMGO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VLSFO는 공급 자체보다는 연료유 품질의 문제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VLSFO는 상
당 부분이 유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ISO 8217에는 이 혼합유에 대한 규정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ISO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과도기 조치로서 2019년 중반까지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이 마련될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일 메이저들은 자체적인 연구와 검사를 통해 나름의 VLSFO를 공급할 것
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항구에서 VLSFO가 공급은 되겠지만 항구별, 공급자별로 사양이 상이
하여 연료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고 기계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 VLSFO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로 2020년 규정 적용 초기에는 LSMGO의 수요가 급증하고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거쳐 VLSFO의 수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유종별 연료유 수요 전망

출처: https://safety4sea.com/future-fuel-oil-towards-2020/ (2018. 8. 14. 검색)

| 83

■ 석유업계는 이미 HSFO의 재고수준을 줄이고 있다.a) b)
- Fratelli Cosulich에 의하면, HSFO와 LSMGO의 가격 차이는 250~300달러에 달하고 VLSFO의
가격은 LSMGO보다 약 30-50 달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장착이 증가하는 추세이
기는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발주한 선박이 총 817척에 불과하여 기존
의 HSFO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업계는 재고를 천천히 줄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2020년 이후 소
형 항만에서는 HSFO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가격 측면에서도 만일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감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격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림 2. 싱가포르의 연료유재고 추이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02/oil-industry-starts-eradicating-shipfuel-supply –before-imo-2020 (2018. 8. 14. 검색)

■ 수요 공급과는 별도로 물류의 문제도 존재한다.c)
- 다양한 유종, 게다가 호환성이 없는 다양한 품질의 VLSFO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연료공급
업계도 대비를 해야 한다. 바지(barge) 업계에서는 연료 유종별로 전용 바지선을 운영하든지 독립
된 파이프와 유량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바지선은 통상 월 9회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종이 다양화될 경우 바지선의 가동률
이 저하될 것이고 이는 곧 바지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HSFO와 VLSFO
간의 가격차이의 상당부분이 보관비용, 바지선 비용 등 물류비용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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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에 따른 해운시장 영향 주목
■ 미국의 이란 핵 협상 합의 철회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번
협상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미국 제재조치로부터 EU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 EU 외교정책의장인 페데리코 모헤리니(Federica Mogherini)는 유럽연합법이 유엔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에 따라 이란과의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유럽의 사업자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는 EU의 업데이트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에 따라 8월 7일에 발효되며 미국 영토 이외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이란의 건화물선 수요(톤마일 기준)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iran-sanctions-to-affect-dry-bulk-ton-miles (2018. 8. 14. 검색)

■ 이란의 건화물선 톤-마일(Dry Bulk Ton-Mile) 수요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란 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a)
- 이란 무역량은 올해 초부터 금년 5월 이란 핵 협상에서 철수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 이후 미국과 EU 동맹국들 사이의 갈등과 정책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가 나지 않은 점은 톤-마일
(Ton-Mile)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무역증가량은 최근 5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 이같이 미국과 EU의 대립 국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 수입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상을 포함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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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란향 건화물선 수송현황(선주국별)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iran-sanctions-to-affect-dry-bulk-ton-miles (2018. 8. 14. 검색)

■ 아울러 미국의 무역 제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주들은 그리스 선주
들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
- 2016년 1월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이후에 무역량이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 죽이기’에 나서면서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도 2017년 말까지 톤마일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이란 수출물량(톤마일 기준)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greek-owners-most-likely-to-be-affected-by-us-sanctions-on-iran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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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 물동량은 과거의 계절적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전체 톤-마일
수출이 2018년 5월에 정점에 들어섰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참여를 중단한 시기와 일치한다.b)
- 이 같은 사실은 시장이 2018년 8월 6일부터 11월까지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란의 항만, 해운 및 에너지 분야에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는 시
점부터 시장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이란으로부터의 수출 물량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으로 꾸준히 유입되었으나 2017년 12월 중
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한 후,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거래를 지속할 것이라는 중국의 선
언이 있은 후 다시 반등해 대체로 안정되었다.
- 한편, 그리스 선주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유조선 81척을 이란의 원유 수출에 투입하여 척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란의 국영선사인 NITC는 현재 이란 수출에 가장 많은 선복량(DWT)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금년 11월 초부터 이 같은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동 지역
의 항해와 관련하여 이란 사업에 대한 높은 화물 보험료 인상이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이란 원유 수송 선주(선주국별)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greek-owners-most-likely-to-be-affected-by-us-sanctions-on-iran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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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iran-sanctions-to-affect-dry-bulk-ton-miles
(2018.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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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술, 규정, 인력

■ 기술, 규정, 인력은 해운산업의 효율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상호보완적 요소로
작용한다.a)
-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로이드 리스트 비즈니스 브리핑(Lloyd’s List Business Briefing)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해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각각 기술, 규정, 인력
을 꼽았다.
- 기술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기업의 순이익 개선에 도움
을 주며, 기업이 특히 경영수익에 대한 압박을 받는 시기에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 그러나 해운산업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며 기술의 도입에 따른 선박
과 선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 따라서 기술의 도입으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인식되면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기술의 도입과정에는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운산업이 기술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a)
-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해운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도입 이후에도 해운산업이 안전
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해운업계는 사이버 위험, 디지털화 및 최적화된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사이버
위험에 대한 지침이나 디지털화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IMO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 디지털 인증서는 종이문서보다 변경이 쉬우며 여전히 종이로 된 문서들은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과 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해운산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최상위의
이슈로 작용하지 않으며 비용, 태도, 현실적인 여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해운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정에 대한 인력 훈련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해운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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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문 또한, 규정 및 기술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서 기술의 활용
과 규정의 준수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승인이 필요하다.
- 선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규정이 도입될 때마다 그에 알맞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해운기업은 안전
하고 효율적인 선박의 운항을 위해 인력에 대한 훈련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 새로운 기술과 규정에 대해 훈련을 받은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선원의 풀(pool)이 형성된다면 선원들
스스로 효율적인 운항과 효과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어 해운산업의 효율성은 더욱 증진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향후 해운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선주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용선자 및 화주
등 고객주도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 될 것이다.b)
-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 특히 기술의 발전은 해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주
중심의 운영 모델에서 용선자와 화주 등 고객에 의해 주도되는 임대사업 모델(leasing model)로
바꿔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물류기업과 화주는 향후 선박의 설계에서부터 선장과 선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질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 또한, 해운산업은 업계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업계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디지털화(Digitalisation)에 따라 중간단계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기존의 정책당국, 해운기
업과 인력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김주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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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articles/2018/smart-shipping/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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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벙커링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시도

■ 블록체인은 선박의 벙커 공급망(Bunker Supply Chain)에 있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a) b) c)
- 벙커링(Bunkering)은 선박에 연료유, 슬러지, 디젤유 등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 그러나 연료유나 디젤유와 같은 벙커링은 과거부터 화재 사고나 유류 관련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
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 Gard1) 연구에 따르면, 벙커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선체 및 장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하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분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 특히, Gard사에 청구된 선체와 장비에 대한 내용 중 약 31%가 주기관 및 보조기관 관련 문제였으
며, 산업계는 주기관 고장의 80%가 연료 및 윤활유 관련 문제라는 통계를 밝혔다.
- 이와 같은 점은 벙커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수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전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 벙커 블록체인 플랫폼과 인터페이스 제공자

출처: Linkedin, NAVEEN N.

1) Gard는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정 보호와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해 해양산업에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세계 보험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국제 선주상호보험조합 그룹(IG Club; International Grou
p of P&I Club)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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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해운 관련 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회사들은 벙커 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개최하였다.c)
- 영국선급(Lloyd’s register), 태국 Precious Shipping, 싱가포르 Bostomar Shipping, 발틱국제
해운동맹(BIMCO2)), 국제벙커산업협회(IBIA3)), 네덜란드 연료회사 GoodFuels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연료 공급망의 추적성4) 및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설립하였다.
- 컨소시엄은 해양 블록체인 연구실(MBL5))과 개방형 협업6)을 위한 블록체인 연구실(BLOC7))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MBL은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한 벙커산업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영국선급은 벙커 테스트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과 테스트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
이며, 선주이자 운항자인 Precious Shipping과 Bostomar Shipping은 구매자로서 연료 품질에
대한 추적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입증을 담당할 것이다.
- 또한, BIMCO 및 IBIA는 프로젝트의 계약에 대한 자문으로서 연료의 품질 입증을 도울 예정이며,
GoodFuels는 상업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바이오연료를 해운업계에 제공하는 공급자측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 벙커 블록체인은 황산화물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될 것이다.c) d)
- 해운업계는 IMO의 탄소 배출 저감 계획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연료로 전환하
는 것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다.
- Precious Shipping의 칼리드 하심(Khalid Hashim)은 “IMO의 0.5%m/m 황 함유량 제한에 따른
2020년 이후의 해운시장에 대해 생각해볼 때, 블록체인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에 이상적
이다.”라고 말했다.
- 따라서 벙커 블록체인과 같은 시도는 선박 운항자가 IMO의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고 표준에 적응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3)
4)
5)
6)

국제해운동맹(BIMCO;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국제벙커산업협회(IBIA; International Bunker Industry Association)
추적성: 품질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
해양 블록체인 연구실(MBL; Maritime Blockchain Lab)
개방적 협업(Open Collaboration):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외부의 집단성 자원을 내부 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모델
7) 개방형 협업을 위한 블록체인 연구실(BLOC; Blockchain Labs for Open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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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shipping-industry-trial-blockchain-basedtechnology-bunker-fuels/ (2018.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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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음주항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라운딩
선박사고의 원인
■ 스웨덴 해양경비대는 음주가 의심되는 선장이 탑승하고 있는 선박이 스웨덴 해안에서
그라운딩(Grounding)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a)
- 안티 바부다 국적의 5,000톤의 밀을 실은 화물선이 스웨덴 헬싱보리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항로를 이탈하였다고 스웨덴 선박교통관제(VTS)에서 경고를 하였으나 선장의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해양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림 1. 스웨덴 해안 인근 항행중인 선박

출처: 스웨덴 해안경비대

- 예인선박이 그라운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선박을 멈추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선장은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해안경비대는 밝혔다.
- 사고이후 스웨덴 해안경비대는 선장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장이 음주상태에
있어서 경찰에게 인도하였다.
- 그라운딩 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사고나 사상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양사고로 처리되어
항구로 인양되면 선장 및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7월 23일에 스웨덴 연안에서 그라운딩 사고가 발생되었던 자동차 운반선인 마카사르
하이웨이호(Makassar Highway) 또한, 인양된 후 조사결과 선장의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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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법원은 법정 알콜 한도의 5배 이상으로 밝혀진 영국 선박의 선장에게 미화
3,000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b)
- 다목적 화물선의 선장인 마이클 베이커는 뉴질랜드의 왕카레이 항(Whangarei Harbor)에 접안하기
위하여 도선사가 승선했을 때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에 따라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뉴질랜드 경찰관
에게 체포되었다.
- 뉴질랜드 경찰관의 음주 측정결과 베이커 선장은 법정 알콜 한도인 250 마이크로그램(micrograms)
의 5배인 1,345 마이크로그램(micrograms)으로 측정되어 3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뉴질랜드 법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하는 선상에서 법정 알콜 한도를 초과하여 음주를
하는 것은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오염과
인명손상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박한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장
(hspark@kmi.re.kr/051-79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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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선택

■ 일부 정유사들은 IMO 환경규제 발효에 대비하여 고유황연료유의 비축량을 줄이기 시작
했다.a) b)
- 일부 정유사들은 18개월 이내에 고유황연료유(High Sulphur Marine Gas Oil, HSFO)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유류의 비축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고유황연료유 재고
량이 1,480만 배럴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미국 역시 30년 만에 최저 재고량을
기록했다.
- 향후 해운선사들이 저유황선박용경유(Low Sulphur Marine Gas Oil, LSMGO)를 사용한다면 기
존대비 25%의 운항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황선박용경유의 경우 고유황연료유보다
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해운선사들은 IMO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 스크러버(Scrubber)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c) d) e) f)
- 현재 전 세계의 선박은 약 5만 척으로써 전체 연료유의 80%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벌크선
이 소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선종에서 가장 많은 스크러버 장착이 확인되었다. 벌크선이 가장
많았고 유조선, 컨테이너선이 그 뒤를 이었다.
- 아거스 미디어(Argus Media)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은 총 842척이며
이 수치는 스크러버를 설치했거나 현재 설치중인 선박으로써 타 기관의 스크러버 설치 선박에 대한
수치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선박에 알파라발(Alfa Laval)사의 스크러버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영국 버뮤다의 디에이
치티(DHT)사의 경우 탱커 선주사들에게는 스크러버 설치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크러버 설치 비용을 5,500만 달러 혹은 460만 달러이며 비용구조는 40(스크러버 기기)40(설치 비용)-20(엔지니어링 및 보조 비용), 그리고 투자 비용의 회수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질것
으로 예상했다.

■ 설비투자 혹은 저유황선박용경유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점은 상존한다.
- 현대상선의 경우 일부 신조 선박 및 기존선들에 대한 스크러버 장치 설치를 결정하여 지난 7월
스크러버를 설치한 1만TEU급 신조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한해운 에이치인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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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중형 선사들에서도 대형 선박을 위주로 스크러버 장치의 장착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SM
상선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저유황선박용경유를 사용하기로 하여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1)
- 앞에서 밝힌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을 채택해도 장･단점은 있다. 특히 대형선사가 아닌 중･소형
선사들의 경우 선박의 크기나 항로의 특성 등에 의하여 저유황선박용경유를 방안으로 선택할 가
능성이 높다. 저유황선박용경유 혹은 초저유황연료유(Very Law Sulphur Fuel Oil, VLSFO)를
사용하는 선사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 균일한 ISO 82172) 품질
･ 연료유 변경시의 엔진 열충격 방지
･ 저유황선박용경유 혹은 초저유황연료유 사용시 기기 안전성 확보
-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운선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허성례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srhu0201@kmi.re.kr/051-79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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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ttnews.com/articles/oil-industry-starts-eradicating-ship-fuel-supplyahead-imo-mandate (2018. 8. 12. 검색)
b) https://oilprice.com/Energy/Crude-Oil/Shockwave-In-Shipping-Could-Send-BrentSoaring.html (2018. 8. 12. 검색)
c) https://shipandbunker.com/news/world/427875-scrubber-surge-unlikely-to-mopup-excess-fuel-oil-demand-post-2020 (2018.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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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SM상선, IMO 환경규제 대응 엇갈려…설비투자 vs 저유황유(월요 신문,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
ew.html?idxno=65441, (2018. 8. 12. 검색)
2) 선박용 연료유 성분 표준을 위하여 ISO에 의해 지정된 국제 기준이다. 연료유 유종에 따라 표기되는 방법은 테스트 기관
별로 달라질 수 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ISO 8217에 따른 연료유 구분법이 통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는 선박 연료유
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HFO(Heavy Fuel Oil)와 LFO(Light Fuel Oil) 그리고 HFO와 LFO 사이에 IFO(I
ntermediate Fuel Oil)로 구분할 수 있다. ISO 8217 이러한 분류를 크게 Residual(정유 과정에서 남은 잔유에서 온
석유)과 Distillate(가스 형태로 유출된 것을 통해서 얻은 석유)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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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재활용 협약의 지역화

■ 2018년 2분기 동안 220척의 선박이 해체되었다.a) b)
- 비정부 기관인 쉽브레이킹 플랫폼(Shipbreaking Platform)은 2018년 2분기 동안 총 220척의
선박이 해체되었으며 그중 209척이 남아시아에서 해체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1. 2018년 2/4분기 선박 해체 현황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220-ships-were-scrapped-during-second-quarter-of-2018-saysshipbreaking-platform (2018. 8. 12. 검색)

- 선박 해체작업 중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Chittagong)에서는 4~6월 사이 선박 해체작업 중 6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7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방글라데시 산업부는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선박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홍콩 협약을 기
반으로 한 국내법 입안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그 노력은 몇몇 소수의 작업장에 그치고 있다.
- 또한, 인도의 알랑(Alang)에서도 선박해체 작업 중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알랑의 선박
해체 작업장은 일본선급협회(Class NK)에서 인정하는 선박 재활용 시설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장 중 한 곳으로서 홍콩 협약 준수 선언문을 발표한 작업장이기도 하다.
- 이러한 사고들로 인하여 주요 선박 해체 작업장 국가들은 홍콩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근로자
안전 담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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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를 시작으로 홍콩 협약을 지역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c) d)
- EU의 경우 재활용 선박을 폐기물로 지정하여 폐기물선적규정1)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교역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 비 EU 국가로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의 수출
･ 비 OECD 국가로의 재생 또는 처분을 위한 폐기물의 수출
･ EU 또는 OECD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폐기물의 수입
- 하지만 2018. 12. 31일부터는 EU 페기물선적규정이 아닌 EU 선박 재활용 규정2)을 적용받게
된다. 이전 페기물선적규정이 영토 및 영해를 기준으로 했다면, EU 선박 재활용 규정의 경우 기국
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홍콩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반영한 인증서와
유해물질 목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중국에서는 홍콩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과 환경보호가 가능한 작업장에서만 국유선
의 해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선박이 아닌 선박의 해체 작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등 주요 선박 해체 작업장이 있는 국가들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작업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020년 IMO 환경규제에 의하여 선박 재활용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 EU 및 주요 선박 해체 작업장을 소유한 국가들이 홍콩 협약과 유사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밝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영향은 선박 해체를 의뢰하려는 국가들에게도
미치게 된다.
- IMO 규제에 의하여 2020년 1월부터 선박의 연료유에 함유된 황산화물(SOx) 규제는 현재의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이로 인하여 채산성이 나쁜 선박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 선박 재활용 작업장이 있는 각국의 국내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선박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허성례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srhu0201@kmi.re.kr/051-797-4624)

1) EWSR, EU Waste Shipment Regulation
2) ESRR, EU Ship Recycling Regulation(Regulation (EU) No. 125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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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84cfdde-2021-41df-a27a-b60e894
bc36a (2018. 8. 12. 검색)
d) http://harbourtimes.com/2018/08/08/break-buy-hk-convention-seeks-drive-safeship-recycling/ (2018.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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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적･무장강도는 감소했으나, 기니만에서 증가

■ 해적･무장강도 감소 추세 중에 2018년 기니만에서 발생한 선원 납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a) b)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질로 잡힌 선원의 수는 2017년 상반기
63명에서 2018년 상반기 102명으로 증가하였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선원의 납치 사건은 총 6번으로 전부 기니만(Gulf of Guinea)에서
발생하였으며 6개월 동안 총 107건의 사건이 IMB 해적신고센터(Piracy Reporting Center,
PRC)에 보고되었다.
- 사건 중 총 69건의 선박에 23건의 공격이 가해졌으며 11척의 선박이 총기 등의 무기로 포격을
당하였고 4척의 선박이 납치되었다. 그러나 2018년 2분기 동안 납치된 선박은 한건도 없었다.
- 선원 납치의 경우, 2017년 2분기 41명이였던 수치가 2018년 2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보
고된 25명의 선원 납치사건 6건이 모두 기니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역이 위험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니만에서 발생한 납치사건은 IMB PRC에 실제로 보고된 건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18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의 유형

출처: https://www.icc-ccs.org/index.php/1249-new-imb-report-shows-persistent-piracy-risk-in-gulf-of-gu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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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만 지역 이외의 해적 및 무장강도 빈번 출몰 지역의 선원 및 선박 납치 사건은 감소
했다.c)
- 기니만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2018년 해적 및 무장강도의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2분기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고된 바가 없다.
- 필리핀의 경우 2017년 2분기에 13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3건으로 줄었다.
- 말레이시아 해양 집행기구(Malaysian Maritime Enforcement Agency, MMEA)에 따르면
2018년 5월 21일, 말레이시아 동쪽 풀라 틴기(Pulau Tinggi) 지역을 이동 중인 유조선이 무장
강도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 MMEA의 특수부대가 이를 저지하였고, 14명의 무장강도를 조사하기
위해 구금시켰고 2명을 체포하였다.
- MMEA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통과할 경우 높은 수준의 경계를 계속 유지하고 해적 피해에 대비한
보안관리 방안을 따를 것을 권장하였다.

그림 2. 2018년 상반기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

출처: https://www.icc-ccs.org/index.php/1249-new-imb-report-shows-persistent-piracy-risk-in-gulf-of-guinea

이혜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jinlee@kmi.re.kr/051-79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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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57640/all-crew-kidnappings-in-2018occurred-in-gulf-of-guinea (2018. 8. 8. 검색)
b) https://www.icc-ccs.org/index.php/1249-new-imb-report-shows-persistent-piracy
-risk-in-gulf-of-guinea (2018. 8. 8. 검색)
c) https://www.icc-ccs.org/index.php/1249-new-imb-report-shows-persistent-piracy
-risk-in-gulf-of-guinea (2018.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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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스폿 시황 오름세, 중국 수입 확대 등이 원인
■ LNG 운반선의 스폿 시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a)
- 중국의 LNG 수입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요기의 LNG 수요가 더해질 경우
더욱 가파른 상승 가능성이 있다.
- 일본, 한국 등 극동아시아 시장의 LNG 선물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LNG 운반선 시황
개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올해 LNG 운반선의 스폿 용선료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a)
-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 기준 LNG 운반선(16만㎥, 삼원연료 디젤 추진 선박
기준)의 스폿 용선료는 1일 7만 5,000달러까지 상승했다.
- 연초 5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용선료는 6월 하순 9만 달러 가까이 급등하였으며, 이후
스폿 용선료는 하락하였지만 작년에 비하면 시황은 큰 폭 개선되었다.
- 7월의 7만 5,000달러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0% 이상 높은 수준이며, 손익분기점 채산 라인으
로 알려진 7만 달러를 넘는다.

■ 2018년 하반기 스폿 시황의 전망에 대해서 LNG 운반선 관계자는 다소의 조정은 있겠
지만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a)
- 해운업계에서 LNG 운반선의 장래 시황 전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극동아시아 시장의
LNG 선물가격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LNG 운반선 스폿 시황의 움직임은 극동아시아 선물시장의
LNG 가격 추이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LNG의 국제적 가격지표에는 극동아시아 선물시장의 지표와 미국의 헨리 허브(Henry hub) 지표,
유럽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 지표 등이 있다.
- 최근 헨리 허브 및 NBP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LNG 수요 확대로
인해 극동아시아 선물시장의 가격 변동 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극동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
(arbitrage)가 증가하게 되며, 재정거래가 발생하면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고 선박 수급이 타이
트해지면서 시황이 개선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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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LNG 수입 확대는 정부의 친환경 연료 사용 정책을 통해 더욱 촉진된 것으로 예상
된다.a)
- 중국 정부는 대기 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 사용량을 일정량 이하로 규제하는 등 LNG로의 연료
사용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 올해 1-6월 중국의 상반기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4,208만 톤이며, 중국의
왕성한 수요는 LNG 선물가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스폿 시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선사들 중에는 1년 정도의 기간 용선물로 선박을 수
배하고자 하는 용선자도 등장하고 있다.a)
- 스폿 시장의 오름세를 예상하고 1항차 스폿 용선이 아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용선으로
LNG 운반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7월 노르웨이 선사인 Flex LNG는 17만 4,000㎥형 선박을 6-9개월의 기간 용선물로, Wilco
LNG는 15만 6,000㎥형 선박을 9-12개월의 기간 용선물로 용선한 바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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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1334 (2018. 7. 26. 검색)

해운기업 2018년 실적 악화 전망

■ 해운기업의 2018년 상반기 재무실적이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a) b)
- 2018년 1분기 해운기업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2.9억 달러, 이익률은 –0.7%로 추정되었다.
- 최근 2018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양밍(Yang Ming),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각각 1.7억
달러, 1.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밍의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한 129만 TEU를 기록했으며 하팍
로이드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9억 유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림 1. 해운기업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 추이

주: 대형 선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추정치임
출처: Drewry(2018), Container forecaster (2018. 8. 13. 검색)

■ 해운기업의 올해 실적악화는 전년대비 낮은 운임과 벙커유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a) b)
- 2017년 6월 톤당 280달러였던 벙커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420달러를 넘어섰으며
해운 운임지수는 전년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 그 외 2017년 초 400에도 미치지 못하던 용선료 지수도 740을 넘어서 기업의 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클락슨의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균 운임은 TEU당 1,020달러였으나 최소 1,051달러 이상
되어야 기업의 손익을 맞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머스크와 NYK 등 대부분의 선사는 높은 유가 때문에 올해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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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운운임지수(SCFI)와 벙커유 가격
(단위: 달러)

주: 벙커유 가격은 로테르담 기준임
출처: http://en.sse.net.cn/indices/scfinew.jsp (2018. 8. 13. 검색)

■ 2018년 하반기에는 운임이 회복되나 대외여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c) d)
- 최근 유럽 및 미주항로 운임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운임은 전년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몇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 첫째, 이러한 운임 상승의 원인이 선사의 항로축소를 통한 공급조절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큰데
전년대비 선박 인도량이 크게 증가하여 언제까지 공급 조절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특히, 계류선
박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초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계류선박의 비중이 3% 이상(약
75만 TEU)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둘째, 최근 수요 증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선적을 서둘러 발생한 요인도 큰
것으로 분석되어 하반기 수요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수 있다.
- 셋째, 운임이 전년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유가와 용선료 상승으로 인해 선사의 수익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실행된 이란의 제재로 인해 유가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높아 질 수 있다.
최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k8102@kmi.re.kr/051-79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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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북극항로 정책 강화 추진
■ 중국의 국영해운기업인 코스코(Cosco)가 북극항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a)
- 코스코는 2018년 여름에 10척 이상의 선박을 북극항로에 투입하여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할 방침이다.
- 코스코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적이다.
- 중국 정부의 빙상실크로드(Ice Silk Road) 전략에 따라 코스코는 중국의 쇄빙연구선 설룡
(Xuelong)호 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

■ 중국은 북극항로에서 독립적인 선박운항을 위해 원자력 쇄빙선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b) c)
- 중국핵공업총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중국 조선소에 원자력 쇄빙선 발주를
할 계획이다.
- 중국은 북극항로에서 러시아 쇄빙선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중국핵공업총공사, 조선소 등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다목적 쇄빙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의 새로운 원자력 쇄빙선 건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일본도 해양기본계획에 북극해를 최초로 포함시키면서 향후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
려고 한다.d) e)
- 일본 정부는 북극해의 풍부한 자원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기술적 지원과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특히 일본은 러시아 및 중국의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같이 일본은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무해 통항권과 다자대화를 통한 북극해 공동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 미츠이(MOL) 선사가 러시아 야말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러시아의 관련 기관과 협력
하며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미츠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극항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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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박 운항 규제 정책으로 인한 노후화 선박의
자산가치 하락 예상
■ 중국 정부가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도입하는 「선박 운항 규제 정책」이 2018년 9월
1일 발효된다.a)
- 중국 교통운수부는 자국의 내항에서 9월 1일 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산화물(NOx) 2차
규제를 준수하는 선박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신규 규제를 7월 3일 발표했다.
- 중국 내항에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들 중에는 고령의 핸디사이즈나 핸디막스 등 중소 선형의 건화
물선을 석탄 수송을 위해 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중국 정부는 석탄 등의 수송 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해 항만 임해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
다고 판단하고,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동 신규 규제를 실시하였다.
- 이로서 9월 1일 이후에는 2011년 1월 1일 IMO가 발효한 NOx 2차 규제를 준수하는 선박만
중국 내항에서 운항이 허용된다.

■ 세계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NOx 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해운
산업의 NOx 배출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a)
- 전체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NOx 총량 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높으며,
이로 인해 해운산업의 NOx 배출규제 강화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선박 1척이 한번 입항할 때 배출되는 NOx의 양은 컨테이너 수송용 트럭 1대가 배출하는 NOx
양의 수천 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 특히 연간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최상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항만에 대한 NOx 배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 중국 교통운수부 등 정부 부처는 IMO 등 세계 해운 관계자들의 NOx 삭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준비해 왔으며,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환경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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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관계자는 중국의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중고선 시장은 양극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a)
- IMO의 NOx 2차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2011년 이전에 준공된 선박의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
된다.
- 특히 중국의 내항 석탄 수송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중소 선형 노후 건화물선의 선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의 중소형 건화물 중고선박을 매수해 투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 세계 선주들은 고령선의 경우 중국의 신규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고령 선박의 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한편 이번 규제를 계기로 2011년 이후 준공된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령이 낮은 중고선박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고령 건화물선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배선이 불가능하여 스크랩될 가능성이 높다.a)
- 일반적인 건화물선의 경우 EU나 북미 등 타 지역으로 배선하여 운항될 수 있지만 고령선의 경우
연근해 등 운항 항로가 한정되어 있다.
- 중국 내항에서 일감을 잃은 고령 건화물선의 경우 타 지역 배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크랩 된
이후 고철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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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1308 (2018. 7. 24. 검색)

동일본철도, 9월 특별열차를 운행하여 크루즈 승객을 수송
■ 센다이시(仙台市)는 2011년 발생한 일본 동북 대지진 극복을 위한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마을 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a)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동북부 센다이시는 당시 규모 9.0 지진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에 최인접한 지역이다.
- 이러한 도시 재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적 크루즈의 센다이시 방문이다.
- 이를 통해 센다이시는 센다이가 방사능 누출로 인한 위험지역이 아님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인근에 소재하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 중국 발착 동북아 경유 크루즈의 증가로 일본 항만에 기항하는 크루즈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a)
- 2017년 일본 동북 지역 항만으로의 크루즈 기항횟수는 2016년 대비 9회 증가한 78회에 달했다.
- 이 중 센다이시의 관내항(管内港)인 미야기현(宮城県) 시오가마시(仙台塩釜市)의 시오가마항(仙
台塩釜港)에는 외국적 선박을 포함하여 총 12번의 기항이 있었고, 2018년에는 총 14번의 기항
예약이 있다.

■ 시오가마항 여객터미널은 크루즈 선박이 기항한 이후 2차 교통의 편리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a)
- 시오가마항에 하선한 크루즈 승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미야기현 내 26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상공원 등 세계 유산이 중심이 되어 왔다.
- 동 해상공원을 관람하기 위해 버스를 탈 경우 우회도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도로가 임해부로부터 떨어져 있어 바다 경관을 관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국토교통성은 7월 25일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Company, JR)이 신청한
센다이 지역 내 2종 철도사업을 허가하였다.a)
- 7월 26일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JR은 센다이시 시오가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객들을
센다이임해철도(仙台臨海鉄道)사가 보유한 화물철도를 통해 센다이 시내 및 해상공원 인근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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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토교통성의 허용 구간은 리쿠젠산노(陸前山王)-센다이항 간(4.2킬로미터)과 센다이항센다이후토(仙台埠頭) 간(1.6킬로미터)의 2개 구간이다.
- 사업 기간은 9월 3일-27일 간으로 한 달이 채 안되지만 국토교통성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적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9월 14일과 26일에 맞춰 스케줄이 계획된 것이다.

■ 국토교통성 관계자에 따르면, 센다이 지역 관광객 수는 2020년까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a)
- 센다이에는 전술한 해상공원 이외에도 시오가마항 인근에 약 150개의 수산물 업체 및 참치 도매
시장이 있는 등 풍부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 국토교통성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열차 운행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되면 센다이 내 유수의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진 발생 이전 수준의 관광객 실적을 조기에 달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JR이 임해부에서 영업하는 타사 화물철도를 활용해 크루즈 선박의 탑승객을 수송하는 것은
아키타항에 이어 이번이 일본 역사상 2번째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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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130894 (2018. 7. 28. 검색)

일본, 극동 캄차카 LNG 환적터미널 건설 사업 참여 현실화

■ 일본은 러시아산 LNG를 자국으로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극동 캄차카(Kamchatka)
반도의 LNG 환적터미널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Marubeni)와 일본 해운회사 미쓰이(Mitsui) OSK 등이 2023년 완공예정인
캄차카 반도 LNG 환적터미널 건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및 일본수출투자보험 등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 가
능성을 언급했다.
-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유가의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일본정부가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은 연간 8,400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2017년
기준) 이 중 호주산 비중이 가장 크다.

■ 캄차카 LNG 환적터미널은 역대 최대 환적터미널로 아시아 지역의 LNG 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캄차카 반도는 북극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 LNG 환적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야말반도에서
생산된 LNG의 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캄차카 환적 터미널에서 이용료가 비싼 쇄빙 LNG
선박을 일반 LNG 수송선으로 옮긴 뒤 목적지로 운송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야말의 연간 LNG 생산량은 총 1,65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미 에너지 공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일본 내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일본의 해외 지분 생산량 확보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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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야말 LNG 수송 계획

출처: KMI, 해운･조선･에너지, 자원개발과 연계한 북극항로 진출 확대 방안, 2018.2.

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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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말 LNG 두 번째 트레인, 계획보다 6개월 빨리 생산
가동
■ 러시아 야말 LNG 트레인 2의 생산이 가동되면서 노바텍의 야말 LNG 연간 총 액화
능력이 2배 증가했다.a) b)
- 지난 7월 12일 러시아 야말 LNG의 두 번째 트레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야말 LNG의 액화능
력이 기존 연간 550만 톤에서 1,100만 톤으로 2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 LNG 시장 물량의 약
3.5%에 해당한다.
- 노바텍은 작년 12월 야말 LNG가 가동된 이후 현재까지 350만 톤의 LNG가 생산되고 총 47카고
의 LNG가 수출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야말 LNG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러시아의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을 2배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5,500만~6,000만 톤으로 늘리겠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야말 LNG 트레인 2가 가동된 시점은 2017년 12월 5일 야말 LNG의 첫 번째 트레인이 가동된
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빨리 가동됐으며, 야말 LNG 세 번째 트레
인도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재 야말 LNG 트레인 2에서 생산된 LNG 25만 톤 중 약 17만 톤은 8월 9일 Pskov호, 아크
(ARC)-4 쇄빙 능력을 가진 유조선에 선적되어 사베타항을 출항했다.

■ 지난 12월 가동한 이후 대부분의 야말 LNG 운송은 북동항로(NSR)를 통하기보다 유럽
항만을 거쳐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다.b)
- 현재 사베타항에서 북극항로(NSR)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서쪽 항로는 연중 내내 운항이 가능하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동쪽 항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항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지난 12월부터 수출된 대부분의 야말 LNG 물량은 유럽으로 향했으나, 유럽에서 소비되지
않고 일반 LNG수송선으로 환적되어 LNG 가격이 더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 재수출됐다.
- 환적화물의 대부분은 로테르담(Rotterdam)항과 몽투아(Montoir)항에서 처리됐다.
- 지난 7월부터는 아크-7 쇄빙 능력을 보유한 유조선 3척이 사베타항에서 동쪽 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LNG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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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항만에서의 야말 LNG 환적화물 처리 실적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wp-content/uploads/2018/07/1200x-1-36.jpg (2018. 8. 20. 검색)

■ 노바텍이 보유한 LNG 수송 능력에 비해 계획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는 LNG 생산능력
때문에 다양한 운송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c)
- 야말 LNG 운송을 위해 노바텍이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5척의 ARC-7 LNG선 중 5척은 이미
인도되었고, 추가 10척은 건조 중에 있다.
- 야말 LNG 트레인 2가 계획보다 6개월 먼저 가동되면서 노바텍은 트레인 2에서 생산되는 LNG
수출을 위해 주문했던 5척의 쇄빙 LNG선의 인도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
- 하지만, 모든 15척이 야말 LNG에 투입되더라도 유럽 항만을 통한 환적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최근에 노르웨이 노르터미널(Norterminal)사는 파트너 기업 노바텍과 함께 노르
웨이 북극해역 3곳1)에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시설 건설 허가를 노르웨이 당국에 요청
했다. 빠르면 올해 11월 중순부터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며, 매달 총 45번의 환적 작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 노르터미널사는 키르케네스에 육상 기반 환적터미널 건설도 검토 중이지만 현재 러시아 서쪽으로
는 무르만스크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캄차카에 환적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내 자국
항만 및 선박 이용을 우선시하려는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
성이 있다.
1) 키르케네스 근방에 2곳과 호닝스버그 근방에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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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7 쇄빙LNG선 운영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베타항에서 가까운 곳에서 낮은 등급의 LNG선
(아크-4)이나 일반 LNG운반선으로 환적시킬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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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2-cargo-(1).aspx (2018. 8.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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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잠정
중단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 알만데브(Bab al Mandeb) 해협을 지나는
2척의 유조선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이후 이곳을 통한 원유 수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a)
- 바브 알만데브 해협은 홍해 남쪽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중동~유럽 간 원유 수송 항로로 중요한
곳이다. 후티 반군은 이전에도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가로막으며 위협해왔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라이벌 관계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란은 중요한 해상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 사우디아라비아 알팔레(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이
안전해질 때까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원유 수송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동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안보 조치를 취하거나 예멘에 수입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림 1. 바브 알만데브(Bab al Mandeb) 해협 위치

출처: Kate Whitfield, "Soudi Ariabia news: Why has Saudi Arabia stopped oil shipping through Red Sea?", The
Daily Express, 2018.7.31, https://www.express.co.uk/news/world/996798/saudi-arabia-news-oil-shippingstopped-red-sea-latest-update (2018.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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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원유 수송 중단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에 원유를 공급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 및 미국향 운임은 상승할 수 있다.a)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출하는 원유량은 일일 약 50만~70만 배럴로
추정 된다.

■ 미국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국제 원유 수송 항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b)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송 항로가 차단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항로 재개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중동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와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실 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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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리랑카 투자 사례가 저개발국가들에 주는 교훈
■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만은 수에즈운하를 지나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기 위한 대형선
박들이 시간당 10여척씩 지나는 물류에 있어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이다.a)
- 2018년 6월 25일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스리랑카 스스로 항만을 토해내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간접대출에서 시작해 함반토타 항만을 인수하기 까지 과정
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 스리랑카는 과거부터 중국의 모택동 정권을 인정하였고 이후 오랜 내전기간동안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정권을 잡은 라자팍사(Rajapaksa)는 야심차게 자신의 고향인
함반토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항만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은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중국은 국영 수출입은행을 통해 3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3%대 금리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과적으로 항만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으며 함반토타항 해안의 암초를 제거하는 비용만 4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함반토타 항만의 운영 실적은 기존 콜롬보항만 대비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며 항만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2년 추가 대출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이전과 달리 연 6.3%의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였고 스리랑카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 이후 2015년 스리랑카 대선에서 라자팍사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라자팍사는 선거에서 패해 신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신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채무 탕
감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중국은 99년간 함반토타항만 소유권 85%를 요구하였다. 결국 스리랑
카는 2017년 중국이 요구한 제안에 서명하였고 추가로 항만 주변 15,000에이커의 산업단지용
부지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 존 애덤스는 함반토타 항만 사례는 빚을 통해 국가를 종속시킨 시범사례라고 이야기 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부패와 독재로 인해 취약해진 정권에게는 부채가 쌓이게 되고 이는 상대국가에
무기로 작용하여 마치 ‘샤일록(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中)’의 이야기에서 보듯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례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도 좋은 교훈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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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도, 일본은 중국이 스리랑카를 군사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다.b)
- 스리랑카 항만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인도(India)는 스리랑카 항만 당국과
향후 3년간 3개 주요 항만 개발을 위해 7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란과
미얀마에도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원했다.
- 중국은 최근 스리랑카에 군사적 지원차원에서 호위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근 중국과 인도는
경쟁적으로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주요 거점

출처: https://www.quora.com/Why-did-India-buy-the-emptiest-airport-in-Sri-Lanka-for-300-million

■ 최근 미얀마 정부는 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얀마 서부해안에 중국이 투자하는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축소하였다.c)
- 미얀마의 짜욱퓨(kyaukpu) 항만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가 선샤인 정책으로 중국과 상대국가에 상호 이익이 된다고 말하지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과도한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미얀마 라카인주 서부 짜욱퓨 심해항만은 초기에 7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었으
나 최근 중국이 지원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13억 달러 수준
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존에는 초대형 탱커선 접안을 위해 수심 25m 수준의 10개 선석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2개 선석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의 사업 재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로힝야 사태로 인해 서구권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한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외교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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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욱퓨항은 중국 운남성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항만 인근에는 4,200에이커 규모의 특별경제구역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미얀마 당국자들은 스리랑카 사례를 통해 미얀마가 부채의 덫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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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항, 폐플라스틱 연료 전환 시설 건설 중

■ 암스테르담항(Port of Amsterdam)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박용
디젤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a) b)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 따르면 201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기업인
Bin2Barrel은 현재 암스테르담항 인근에 열분해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선박용 디젤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이다.
- 2018년 말 운영 예정인 해당 시설은 약 3300만 달러의 네덜란드 정부지원과 암스테르담항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건설되고 있으며, 항만인근에 건설 중인 폐플라스틱 연료를 재생산하는 4개의
시설 중 가장 먼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2050년까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목표 및 에너
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암스테르담항의 미션과도 일맥상통한다.
- 이전에도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리사이클링 기술은 활용되어 왔으나, Bin2Barrel의 시설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1. 시설의 위치 및 조감도

출처: https://www.igesolutions.org/amsterdam/,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port-ofamsterdam-gets-new-plastics-to-oil-plant#gs.ytvURN8 (2018. 7.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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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연료 전환(Plastic to Fuel)’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사슬 전반에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a) c)
- 암스테르담항은 일일 100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해, 운영 첫해에 3000만 리터(790만 갤런)의
연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연간 5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재활용이 불가능해 태우거나 매립했던 플라스틱을 새로운 연료로 전환시킴
으로써 폐기물처리에 가장 큰 이점이 있다. 또한, 생산에 많은 양의 자원과 토지가 필요한 바이오
연료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기존에 디젤연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in2Barrel에 의하면 폐플라스틱에서 전환될 연료는 초저황
디젤유(Ultra-low Sulphur Diesel, ULSD)정도의 품질이지만, 에너지 생산에서 운행 전과정
(Well to wheel)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디젤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재활용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
는 물질인 나프타(Naphtha)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암스테르담항의 순환·재생에너지산업부서의 책임자인 Roon van Maanen씨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적절한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오늘날, Bin2Barrel이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연료를 생산함으로써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
했다. 또한, 이러한 ‘플라스틱에서 연료로의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실장
장현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chkim@kmi.re.kr/051-797-4673)

참고자료

a)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powering-ships-plasticamsterdam (2018. 7. 23 검색)
b)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port-amsterdam-plastic-ship-fuel-carbonemissions/528046/ (2018. 7. 23 검색)
c)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_of_amsterdam_recycling_plastic_for_green
_fuel (2018. 7.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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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자동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 필요
■ 항만 자동화가 필수요건은 아니다.a)
- 터미널 운영 시스템 회사 Tideworks Technology의 사장 TJ Rucker씨는 항만 자동화가 항상
의미있는 것은 아니며, 항만 자동화의 실행은 수익성과 기술 및 장비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본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항만 자동화에 막대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요구
되는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만 자동화가 반드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 넓은 부지로 형성된 터미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운영 방식도 충분히 효율적이며 취급 물량이 터
미널의 한계를 상회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부 운영사들은 전통적 환경에서의 하역생
산성이 자동화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화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비록 터미널 자동화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모든 옵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위치에 따른 화주와의 관계, 선택한 장비의 유형, 터미널 운영체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
- 그러나 현재 항만 자동화를 위한 고려 요소는 대부분 생산성과 처리 용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
관점만 바라보면 전통적인 터미널과 자동화 터미널은 결과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동화 터미널의 경우 조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집중
하는 동안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년 전 시간당 34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터미널은 32개를 처리한 터미널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 차별화되었다. 하지만, 해운동맹으로 인한
요율 인하로 인해 오늘날에는 이 정도의 생산성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 항만 자동화에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b)
- 항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항만과 터미널 산업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화의 대상항만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좋은 터미
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자동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터미널은 사실상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은 터미널이다.
- 또한, 규모화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 보단 공급사슬 전체의 프로세스 효율화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터미널의 장비는 자동화되어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으나,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도로 혼잡 등으로 인해 터미널에 도착해야 할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이다. 다시 말해 항만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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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항만도 자동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단순히 시대의 흐름인 4차산업 기술에 편승한 항만 자동화가 아닌,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공급 사슬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항만 자동화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psw6745@kmi.re.kr/051-797-491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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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not-always-inevitable (2018. 8. 2. 검색)
b) http://www.portstrategy.com/news101/toc-europe-news/port-automation-needs-a
-wider-focus (2018.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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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의약품 배송 동향

■ 에어버스(Airbus)는 의료 서비스 회사인 International SOS 단체와 항공기 및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 공급품 배송을 위한 연구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a)
- Air Cargo News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화물 운송사를 찾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모집된다면 International SOS 단체가 설립된 전 세계로 운영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양해각서를 통해 에어버스사와 International SOS 단체는 도시에서 농촌까지 항공 드론
배송뿐만 아니라 선박으로의 배송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구글의 알파벳은 호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약품배달에 성공했다.b)
-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호주에서 X팀이 진행 중인 드론 물품 배송 프로젝트 ‘프로젝트 윙’ 시
연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공식 유투브를 통해 밝혔으며, 알파벳은 호주 남동부 소재의 음식점 및
약국 체인과 협력해 물품 배송을 시연했다.
- 프로젝트 윙에는 고정익 드론1)이 사용되었으며, 12로터를 탑재해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여 배터리 소모가 적고 장거리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 미국 드론개발업체인 집라인(Zipline)이 의약품 배송드론 ‘집2’를 공개하며 시험비행에
나섰다.c) d)
- 주요 외신은 집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드론인 ‘집2’의 시험비행을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최대 80mps(약 128km/h)로 최대 4파운드(약 1.8kg)의 화물을 싣고 90마일(약
160km)비행이 가능하다.
- 집라인은 지난 ‘16년 르완다 정부와 협력 하에 총 15대의 드론을 갖춘 물류센터를 설립 후, 드론
을 활용해 르완다 서부 21개 병원에 혈액, 혈장 및 혈소판을 공급하고 있다.
· 집라인 측 설명에 따르면 물류센터 설립 이후 르완다의 혈액 사용은 175% 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폐기물처리 비용 및 손실률은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1) 고정익 드론(Fixed wing): 비행체에 날개가 고정된 형태로, 고속 이동 시 날개의 압력차로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비행함.
또한, 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호버링, 수직 상승 등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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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 이웃국가인 탄자니아 또한, 집라인의 드론을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로, 올해 1분기부터
첫 드론 운영에 들어가며 이착륙을 위한 4개 센터를 전국에 운영하는 등 적극적 도입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국내 의약품 드론배송의 현실화를 위해선 드론자체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의 단순화, 대한약사회의 승인 및 민감화물에 대한 적정 기술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e)
- 우리나라의 의약품 드론배송에 앞서, 국내 약업계는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유통과정 상 부정유통이나, 약국의 POS 시스템 미비로 재고와 유효기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유통의 가시성이 없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대한약사회의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문제도 있다.
· 의약품의 택배배송 활성화 시, 운송과정에서의 변질, 오염 및 온라인 의약품 판매나 조제약 택배
배송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다.
- 드론의 기술적 사항에서는 드론의 수명, 운반무게 등의 내구성 향상뿐만 아니라 화물추적과 온도
측정, 습도와 기압측정, 자연광 노출 등 민감 화물에서의 가시성 확보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찬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cblee7645@kmi.re.kr/051-797-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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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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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지속 확장

■ 전 세계적으로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를 이용한 무역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a)
-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냉동화물에 대한 해상 교역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2,400만
톤으로 지난 10년 기간동안 연평균 3.6%의 증가추세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바나나, 고기 및 생선
등 신선 제품의 거래량이 급증한데서 기인한다.
- 영국의 해운조사기관인 드류리(Drewry Maritime Research)는 올해 2월에 2021년까지 냉동화
물이 전 세계적으로 1억 3,400만톤에 이를 것이며, 냉동컨테이너의 운송비중이 최대 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2017년에 전 세계 냉동화물의 운송량이 1억 2,400만톤을 기록
하여 향후 물동량은 당초 드류리의 예측치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드류리의 연구 책임자인 마틴 딕슨(Martin Diwon)씨는 냉동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방식은
과거 특수 냉동선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방식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의 컨테이너선사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Ocean Networks Express)는
냉동컨테이너 1만 4,000개를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b) c)
- 지난 21일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는 40피트 컨테이너 1만 3,000개, 20피트 컨테이너 1,000개
등 총 1만 4,000개의 최신식 냉동컨테이너를 주문함으로써 냉동화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 신조 냉동컨테이너 중 2,100개에는 청과물의 저장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조절저장 장치
(CA: Controlled Atmospherre)가 탑재될 예정이다. 공기조절저장 장치는 온도와 습도 및 공기
중의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해 청과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확했을 때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
하는 저장 방식이다.
- 신조된 냉동컨테이너는 올해 7월 말부터 남미와 유럽항로에 투입돼 올해 7월말부터 운용 중인
컨테이너와 함께 사용 중에 있으며, 북미, 남미, 남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의
시장에서 냉동사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글로벌 선사 중 하나인 하팍로이드(Hapaq-Lloyd) 역시 냉동컨테이너 1만 1,000개를
신규 발주했으며, 자사의 냉동선박을 10만 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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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팍로이드도 11,100개의 냉동컨테이너를 신규 주문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인도받아 기존의 자사
냉동컨테이너 9만 1,000개와 함께 운용할 예정이다.
- 하팍로이드는 2015년 이후부터 이미 성수기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550개의 냉동컨
테이너를 구비해왔다.
- 이 외에도 머스크의 냉동·냉장컨테이너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CMA-CGM의 냉동컨테이너 운
송용 신 포장용기 개발 등 글로벌 해운선사들을 중심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 시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드류리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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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maritimeprofessional.com/news/seaborne-reefer-trade-continues-exp
and-320347 (2018. 8. 21.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one_invests_in_reefer_technology (2018. 8. 21.
검색)
c)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one-invests-in-14-000-new-reefercontainers.html (2018. 8. 21. 검색)
d)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hapag_lloyd_expands_reefer_fleet (2018. 8. 21.
검색)
e)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hapag-lloyd-increases-reefer-fleet-by
-11-100-containers#gs.kVWhzSY (2018. 8. 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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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IBM 합작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렌즈’ 출시

■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Maersk)와 IT업계 대표 기업 IBM은 최근 신개념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의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a)
- 지난 1월 머스크(A. Moller-Maersk)와 IBM사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후 머스크와 IBM은 플랫폼 개발을 위해 9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트레
이드렌즈(TradeLens)’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공식적인 출시를 발표했다.

■ 트레이드렌즈(TradeLens)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무역 촉진, 정보 공유 및
투명성 확보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솔루션이다.a)
- 트레이드렌즈 플랫폼은 최초 1억 5,400만개 이상의 정보를 탑재하고 하루 100만개의 정보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공급망의 기반으로 사용하여 세부 정보,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사항
등은 손상시키지 않고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화주, 선사, 화물운송사, 항만 및 터미널 운영사, 내륙운송 및 물류기업, 세관당국은 선적 자료
및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IoT(Internet of Things) 및 센서 자료의 실시간
접근으로 인해 컨테이너 온도 제어 및 중량 확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화물 관리 및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 트레이드렌즈(TradeLens)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국제 무역에 관한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디지털 협업을 지원한다.a)
- 베타 프로그램 하에 공개되고 ‘클리어웨이(ClearWay)’라고 불리는 무역 문서 모듈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세관당국 및 중개사 등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타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조직 간 업무의 전과정 및 정보 교환을 안전하게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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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상용화에 앞서 지난 12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문서화 오류, 정보 지연 및 기타
장애로 인한 지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a)
- 대표적인 예로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통해 미국의 한 기업은 포장재를 생산라인까지 운송
하는 시간을 40% 단축시켜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 화물의 실시간 정보 파악과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수많은 불필요한 확인 절차 및 소통을 줄인 결과물이다.
- 기존의 경우에는 화물의 위치 파악도 실시간으로 어려워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에 10단계가 필
요하다고 가정한다면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사용함으로써 1단계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
이다. 더불어 여러 이해당사자가 동시에 각각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선박 및 컨테이너 도착시간, 세관 통과, 운송장 및 선하 증권 등과 같은 문서를 포함하여
1억 5,4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플랫폼에서 수집되었으며 하루 100만건 이상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가 가능했다.
-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자료교환(Electric Data Interchange, EDI) 방식을 통해서도 문
서들이 공유될 수 있지만 다소 유연하지 못하고 복잡하며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 팩스 등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 특히 트레이드렌즈(TradeLens)는 공급망의 모든 선적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에 기록까지 제공된다.

■ 글로벌 주요 항만 및 터미널 운영사, 선사, 화주, 세관 당국 등 총 94개 협력기관이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하는 트레이드렌즈(TradeLens) 플랫폼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다.a)
- 대표적인 기관(기업)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 Singapore), 국제컨테이너터미널서비스(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 패트릭터미널(Patrick Terminals), 홍콩모던터미널(Modern
Terminals in Hong Kong), 핼리팩스항(Port of Halifax),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빌
바오항(Port of Bilbao), 포트커넥트(PortConnect), 포트베이스(PortBase) 및 여러 터미널 운영
사를 포함해 전세계 20개 이상의 항만 및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세계
약 234개의 해상 관문(Gateway)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 선사로는 머스크라인(Maersk Line)과 함부르그수드(Hamburg Süd)에 이어 태평양국제라인
(Pacific International Lines, PIL)이 참여한다.
- 더불어 세관 중개사 란사(Ransa)와 귄러다이나믹(Güler & Dinamik)과 함께 네덜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호주 및 페루의 세관 당국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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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 기업으로는 토르블랑카/컴포솔(Torre Blanca/Camposol) 및 유미비시크렛(Umit Bisiklet)
등이 참여하고 이 외에도 어길러티(Agility), 세바로지스틱스(CEVA Logistics), 뎀코(DAMCO),
코타히(Kotahi), 피엘에이치트럭회사(PLH Trucking Company), 앙코트렌스(Ancotrans), 월드
와이드얼라이언스(WorldWide Alliance) 등과 같은 화물 운송 및 물류 기업이 참여한다.

■ 더불어 트렌스렌즈(TradeLens) 합작투자는 기존의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연장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며 신규(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은 없다.a)
- 머스크와 IBM사는 현재 얼리어답터프로그램(Early Adopter Program)을 통해 트렌스렌즈
(TradeLens)의 구입이 가능하며, 올 연말까지는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는 기존의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연장을 통해 지속적
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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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newsroom.ibm.com/2018-08-09-Maersk-and-IBM-Introduce-TradeLens-Blo
ckchain-Shipping-Solution (2018.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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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 유지 전망
■ 2017년 세계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745,466천TEU를 기록하여 ’13년(642,478
천TEU) 이후 연평균 3.8% 증가하였다.a)
- 동 기간 북미(4.4%), 아시아(4.0%), 중동/남아시아(6.0%), 오세아니아(3.8%) 지역 항만의 컨테
이너 처리 증가율은 세계 ‘컨’ 처리 증가율(3.8%)을 상회하였다.
- ‘13~’17년 기간 세계 각 지역별 평균 ‘컨’ 처리비중(-0.7%~0.7%)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아시아
및 유럽 지역 항만의 처리수준 변화가 세계 ‘컨’ 처리량 증감을 견인하였다.
- 한편 최대기간항로가 속한 아시아(53.5%→53.9%) 및 유럽(18.0%→17.3%)의 ‘컨’ 처리비중
증가세는 둔화 되었고 남미(-0.6%) 및 아프리카(-0.1%)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표 1. 세계 지역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2013~2017)
구분

물
동
량

비
중

(단위: 천TEU)

’13

’14

’15

’16

’17

증가율

북미

53,489

55,696

58,343

59,126

63,494

4.4

유럽

115,407

120,555

118,201

122,085

129,014

2.8

아시아

343,927

362,506

367,858

379,337

402,159

4.0

중동/남아시아

53,120

57,651

60,765

63,139

67,177

6.0

남미

42,325

42,540

42,795

42,345

44,995

1.5

아프리카

23,384

24,362

25,078

24,695

26,051

2.7

오세아니아

10,826

11,308

11,590

11,833

12,576

3.8

합계

642,478

674,616

684,629

702,559

745,466

3.8

북미

8.3

8.3

8.5

8.4

8.5

0.2

유럽

18.0

17.9

17.3

17.4

17.3

-0.7

아시아

53.5

53.7

53.7

54.0

53.9

0.4

중동/남아시아

8.3

8.5

8.9

9.0

9.0

0.7

남미

6.6

6.3

6.3

6.0

6.0

-0.6

아프리카

3.6

3.6

3.7

3.5

3.5

-0.1

오세아니아

1.7

1.7

1.7

1.7

1.7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Drewry. Container Forecaster Quarter 2 (2018. 06)

■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에서의 고관세 기조에도 중·장기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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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Drewry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항만 ‘컨’ 물동량은 ‘17년(745,466천TEU) 이후 연평균
5.7% 증가하여, ’22년 983,668천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 기간 아시아 지역 항만은 연평균 6.1% 증가하여, 세계 최대 ‘컨’ 처리수준(‘22년 541,312천
TEU)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처리비중(+1.1%)의 증가도 전망된다.
- 반면 유럽 항만은 ‘컨’ 처리 증가세(4.5%)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처리비중은 소폭 감소
(-0.9%)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향후 남아시아(9.0%), 남미(6.6%), 아프리카(5.5%) 등 신흥국(新興國)이 속한 지역 항만들의
높은 ‘컨’ 처리 증가세가 전망된다.

표 2. 세계 지역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017~2022)
구분

물
동
량

비
중

(단위: 천 TEU)

’17

’18

’19

’20

’21

’22

증가율

아시아

402,159

429,072

457,322

482,485

511,463

541,312

6.1

유럽

129,014

137,570

142,901

148,038

154,410

160,956

4.5

북미

63,494

65,236

68,238

70,426

73,159

76,230

3.7

남미

44,995

48,658

51,829

55,145

58,557

61,975

6.6

중동

40,067

41,178

44,202

46,755

49,356

51,828

5.3

남아시아

27,110

30,119

32,473

35,758

38,678

41,694

9.0

아프리카

26,051

28,636

28,939

30,155

32,079

33,975

5.5

오세아니아

12,576

13,370

13,891

14,406

15,031

15,698

4.5

합계

745,466

793,838

839,795

883,168

932,732

983,668

5.7

아시아

53.9

54.1

54.5

54.6

54.8

55.0

1.1

유럽

17.3

17.3

17.0

16.8

16.6

16.4

-0.9

북미

8.5

8.2

8.1

8.0

7.8

7.7

-0.8

남미

6.0

6.1

6.2

6.2

6.3

6.3

0.3

중동

5.4

5.2

5.3

5.3

5.3

5.3

-0.1

남아시아

3.6

3.8

3.9

4.0

4.1

4.2

0.6

아프리카

3.5

3.6

3.4

3.4

3.4

3.5

0.0

오세아니아

1.7

1.7

1.7

1.6

1.6

1.6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Drewry. Container Forecaster Quarter 2 (2018. 06)

이경한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trumanlee@kmi.re.kr/051-79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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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drewry.co.uk/news/news/container-terminal-utilisation-levels-set-to-rise
-trade-wars-permitting (2018.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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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만경영관리규정｣ 개정, 예인선 시장의 공정 경쟁 등 유도

■ 2018년 7월 20일, 중국 교통운수부 제12차 부처업무회의에서 ｢‘항만경영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항만경영관리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실시된다.a) b)
- ｢항만법｣의 중요한 세부 규정 중 하나인 ｢항만경영관리규정｣은 항만경영인의 자격 및 등록, 항만
경영관리, 감독 및 검사 등 항만경영 및 관련 제반활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항만경영관리
규정｣의 개정은 ｢규정｣의 전반적인 간결화 작업 및 공정한 경쟁과 질서 있는 시장개방, 항만의
질적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항만경영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은 크게 항만 경영허가 항목의 간소화·구체화, 항만예
인선 경영허가 조건 보완, 업무 진행 중간 및 사후 관리 강화의 3부분이다.b)
- 먼저, 항만의 주요 업무에 더욱 초점을 맞춰 항만의 경영허가 내용을 간소화했으며, ‘컨테이너의
야드 장치, 개폐 및 화물 혼재업무, 화물에 대한 단순가공 처리’, ‘항만 선박 서비스’ 및 ‘항만 시설·
설비와 기계의 유지 보수’ 등 경영허가와 관련된 세부 항목들을 삭제했고, 보류해왔던 항만경영허
가의 구체적 내용, 조건, 과정들을 세분화시켰다.
- 둘째, 항만 예인선 시장의 개방 확대,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을 목표로 각 지역들의 예인선
경영 노하우들을 취합·참조하여, 기업 법인자격, 경영 장소, 예인선 정박장, 예인선 수량, 전문관리
인원 수 및 근무년수 등 항만 예인선 관리제도 및 시장 진입 조건을 세분화했다.
- 셋째, 항만경영허가 관련 세부 항목의 취소 후의 원활한 관련 경영자격 관리 진행을 위해 기업
등록 및 신용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항만행정 관리부서가 관련 정보와 신용관리 상황을 즉시 공개
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 진행 중간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인선 경영자가 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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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항만경영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No.

개정 전

개정 후

1

제3조
제(1)항
제3목

화물 하역(바지선에 하역 포함), 창고보관, 항만
내 바지운항, 컨테이너 장치, 컨테이너 개폐 및 화물 하역(바지선에 하역 포함), 창고보관, 항만
혼재, 화물포장에 대한 단순가공 처리 등에
내 바지운행에 종사함.
종사함.

2

제4조
제1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통운수(항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통운수(항만)
주관 부서는 행정구역 내의 항만경영 행정관리 주관 부서는 행정구역내의 항만경영 행정관리
작업을 책임짐.
작업을 주관함.

제7조

항만경영에 종사(항만 화물검수·분류, 선박
오염물 수거 제외)

제7조
제(2)항
제2목

승객들의 상하선 서비스를 하는 자는 바람, 비,
승객들의 상하선 서비스를 하는 자는 바람,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장애인 시설
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 구비
구비

제7조
제(4)항

선박에 부두와 묘박지 하선, 부표 등 시설을
선박에 부두와 묘박지 하선, 부표 등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선박 오물, 폐기물 수거와 오염
제공하는 자는 선박 오물, 폐기물 수거와 오염 긴급처리 능력 및 관련 시설 및 기기 구비,
합법적인 안전생산 관리기구나 전문 안전관리
긴급처리 능력 및 관련 시설 및 기기 구비
인력 배치

６

제９조

선박 오염물 수거 경영 종사자는 다음의 조건
구비 :
(1) 고정적인 경영 장소,
(2）해상업, 기기업무, 환경공학 전문관리 인력
최소 1명 배치, 전문관리 인원은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업계 경력 보유,
(3) 건전한 경영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 및
생산 안전사고 응급 예방안 구비,
(4) 선박을 이용한 선박 오염물 수거 종사는
최소 1척 이상 총 300톤의 중국산 선박
오염물 수거 선박을 보유 ,항만시설을
이용한 선박 오염물 종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양호하게 사용하며, 최소 1대
이상의 쓰레기 수거, 처리 전용 차량 보유

항만 예인선 경영 종사자는 다음의 조건 구비 :
(1) 경영하는 항만 소재지의 등록 신청 및
기업 법인 자격 구비,
(2）예인선이 정박할 수 있는 사유 정박장
혹은 임대 정박장 보유,
(3) 연해 항만의 예인선 경영 종사자는 최소
2척의 연해 예인선을 보유, 내륙 하천의
경우 최소 1척의 하천 예인선 보유,
(4) 해상 업무, 기기관리 인력 수는 부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관리 인력은
최소 1등 항해사, 기관장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항만에서 예인선 종사 경험
만 1년 이상 보유,
(5) 건전한 경영관리 제도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및 오염 방지 관리제도
보유

7

제10조
제(2)항
제2목

2. 승객의 상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최소 바람,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보유

2. 승객의 상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최소 바람,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시설 보유

8

제10조
제(3)항

건전한 경영관리 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 보유

건전한 경영관리 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 보유,
합법적인 안전 생산관리 기구 혹은 전문
안전관리 인원 배치

제11조

항만 하역 및 창고 저장 업무 경영인은 화물
분류 업무와 중복 경영할 수 없음. 화물 분류
경영인은 항만화물 하역 경영 업무와 창고
경영 업무를 겸할 수 없음.

화물 분류 경영인은 항만화물 하역 경영
업무와 창고 저장 업무를 겸할 수 없음.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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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항만경영에 종사(항만 화물검수·분류, 항만
예인선 경영 제외).

No.
10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항만 선박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 선박의 선박
제1관(款)
증서 보유
제(5)항

(5) 예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예인선의
유효한 선박 증서와 정박장의 관련 증명
자료 보유

11

제12조
제1관
제(6)항

(6)안전 생산을 책임지는 주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법률 법규가 요구하는 연수 증명자료
보유

(6) 합법적인 안전 생산관리 기구의 설립이나
전문 안전 생산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증명
자료, 이중 예인선 경영자는 해상업무,
기기 관리 인원의 관련 증명 자료 보유

12

제12조
제1관
제3관

선박 오물 수거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상술한(1), (2) 항에서 규정한 증명 자료와 제
9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문건 및 자료 제공

항만 예인선에 종사하는 경영인은(1), (2), (5),
(6) 항 규정의 자료와 제 9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문건 및 자료 제공
선박에 전기, 연료, 생활용품 공급, 선원
출퇴근 서비스 및 선박 오물(기름 오염수, 잔류
기름, 청소 및 생활 오수 와 쓰레기 포함)
수거, 오일펜스 제공은 선박 항만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항만행정관리 부서에 서류 수속을
진행해야 함. 항만행정관리 부서는 관련 문서와
경영자의 신용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즉시
공개함. 선박 항만 서비스와 항만시설 설비 및
기계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경영자
이름, 고정 영업장소, 법정 대표인, 영업범위
등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을 시 발생 15일
근무일 내에 변경 혹은 정지 수속을 처리해야 함.

13

조항
추가
20조

14

제22조
관 추가

15

제25조
제2관

항만행정관리 부서는 규정 제정의 각 예비
항목들을 공개하고, 교통운수부와 상위 교통
운수(항만)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함.

항만행정관리 부서는 규정 제정의 각 예비
항목들을 공개하고, 성(省)급 교통운수(항만)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함.

16

제26조

항만경영인은 관련 법률, 법규와 교통운수부의
관련항만 안전 작업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안전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향상시 키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산 책임제도
등 규정 을 세워 안전 생산을 보장함.

항만 경영인은 관련 법률, 법규와 교통운수
부의 관련항만 안전 작업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안전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산
책임제도 등 규정을 세우고, 실행을 강화하여
안전 생산을 보장함.

17

제31조
추가

18

제47조

항만구역 내에서 수상 선적의 선원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관련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을 사용해야 함.

항만 예인선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인은, 운영
하는 예인선의 실시간 상태를 발표하고 선박
운송자에게 제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
교통운수부 지령 2012년 제9호

교통운수부 지령 2017년 제27호

출처: http://info.jctrans.com/newspd/hyxw/20188132404478.shtml (2018. 8. 13. 검색)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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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b) http://info.jctrans.com/newspd/hyxw/20188132404478.shtml (2018.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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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항 항만비용 투명화 및 일부 감면, 9월 9일부터 적용
■ 중국 칭다오항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항만비용을 목록화하여 공시했으며,
동 가격은 9월 9일부터 적용된다.a) b)
- 지난 8월 9일, 칭다오항은 ‘창다오항 물류전자상거래 플랫폼(www.qingdao-port.net)’을 통해
‘전 과정 물류 햇볕 가격(全程物流阳光价格)1)’ 리스트를 공시하고, 동 가격을 9월 9일부터 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 동 리스트는 칭다오항의 ‘일반(상규) 서비스’ 비용과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나뉘며, 다시 수출/수
입과 20피트/40피트로 구분된다. 수출입 컨테이너 ‘일반 서비스’ 비용에는 항만건설비, 항만시설
보안료,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s)등이 포함되며, 20피트 수입 컨
테이너의 경우 총 비용 합계는 1,450위안, 수출 컨테이너는 1,750위안이다.

표 1. 칭다오항 ‘전 과정 물류 햇볕 가격’ 리스트
수입 컨테이너 일반 수납항목
항목

수출 컨테이너 일반 수납항목

비용(위안)
20피트

40피트

항목

1

항만건설비(港口建设费)

64

96

1 항만건설비(港口建设费)

2

화물항무비+항만시설보안료
(货物港务费+港口设施保安费)

50

95

2

화물항무비+항만시설보안료
(货物港务费+港口设施保安费)

3

터미널 화물처리비
(THC操作费)

3

터미널 화물처리비
(THC操作费)）

4

화물인도지시서(D/O) 비용
(换单费)

4

컨테이너 봉인(Seal)+E/R 비용
(铅封费+设备交接单费)

5

서류처리비용(单证操作费)

5 EDI 정보서비스(EDI信息服务费)

6

EDI 정보서비스(EDI信息服务费)

6 서류발급(DOC) 비용(单证费)

7

기기수도증(E/R) 비용
(设备交接单费)

8

화물운송대리 비용(货运代理费)

8 야드 보관료(堆存保管费)

9

세관통관 비용(报关费)

9 화물운송대리 비용(货运代理费)

1,336

1,629

장비 재배치(리포지셔닝) 비용
(返空吊装费)
합계(수입 컨테이너)

64

96

30

55

1,656

1,999

11 야드작업 비용(场站作业)
1,450

1,820

합계(수출 컨테이너)

출처: http://www.qingdao-port.net (2018. 8. 10. 검색)

1) ‘햇볕 가격(阳光价格)’이란 대외 공개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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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40피트

10 컨테이너 CFS 반출(提箱作业)

10 야드 보관료(堆存保管费)
11

7 세관통관 비용(报关费)

비용(위안)

1,750

2,150

■ ‘기타 서비스’ 비용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면제 혹은 인하된 가격을 적용한다.a)
- 또한, 동 리스트에 따르면, 항만의 ‘기타 서비스’ 중에서 일부 비용들이 면제된다.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계량(集装箱称重), 균형 검사(偏载检测), 열차 웨건 고정작업(火车加固), 세관의
부두 현장검사(海关码头现场查验), 창고사용료(库场使用费)의 5개 항목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출도착 작업 비용을 감면 징수한다.
- 수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계량, 균형 검사, 열차 웨건 고정작업, 세관의 부두 현장검사의
4개 항목을 면제하고 철도 출도착 작업 비용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 톈진항, 샤먼항 등 기타 항만들도 항만비용 인하 및 투명화를 통해 물류원가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a)
- 올해 4월 1일부터 톈진항도 공정하고, 고효율의 일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원스톱 햇볕 가격(一
站式阳光价格)’ 정책을 실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톈진항의
‘햇볕 가격’ 정책이 적용된 화물은 누계 24.1만 TEU, 감면된 각종 비용은 9,000여 만 위안에
달한다. 또한, 동 가격정책의 수혜 컨테이너 물량이 톈진항 총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4월의 1% 미만에서 6월에는 30%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 샤먼항 역시 ‘중국 연안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항만’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샤먼항
의 발표에 따르면, 선박 묘박지 정박비용 징수를 일시 중지했으며 항만 컨테이너 검사비용, 화물
입항세, 항만시설 보안료 및 도선료 등의 ‘정부관할’ 일부 비용을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샤먼항의 항만 비용 인하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총 6,815만 3,060위안을 절감했고, 올해
말까지 감면액은 1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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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8년 7월의 크루즈선 기항횟수 256회로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 월별 통계 최초로 감소 실적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이 8월 15일 공표한 ‘일본 국내외 크루즈선 기항횟수’(속보치)에
의하면, 2018년 7월의 기항횟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256회로 나타났다.a)
- 2018년 7월 실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적 크루즈선 169회(20% 감소), 일본국적 크루즈선
87회(40% 증가)로 나타났다(표1, 그림1).
- 국토교통성은 2016년 7월부터 크루즈선 기항횟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단월 집계치로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18년 7월이 처음이다.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횟수의 경우, 5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표1 참조),
일본국적의 호조는 2017년 10월 17일에 취항해서 세토내해(瀬戸内海)를 운항하는 소형 크루즈선
간츠우(guntû)의 영향이 크다(그림2).

표 1. 2018년 일본 항만에 입항한 크루즈선의 기항횟수
(단위: 회)

월

2017년

2018년

전년동기 대비

외국선

일본선

계

외국선

일본선

계

외국선

일본선

계

1

66

27

93

97

45

142

1.47

1.67

1.53

2

73

2

75

86

27

113

1.18

13.50

1.51

3

138

71

209

117

104

221

0.85

1.46

1.06

4

250

68

318

285

84

369

1.14

1.24

1.16

5

267

71

338

254

102

356

0.95

1.44

1.05

6

216

59

275

188

86

274

0.87

1.46

1.00

7

211

62

273

169

87

256

0.80

1.40

0.94

8

218

73

291

9

185

67

252

10

176

90

266

11

132

82

214

12

81

79

160

1~7

1,221

360

1,581

1,196

535

1,731

0.98

1.49

1.09

1~12

2,013

751

2,764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크루즈 리포트 http://www.mlit.go.jp/kowan/kowan_tk4_000019.html (2018.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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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7월 기간 중의 누적 실적은 1,731회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외국적 크루즈선 1,196회(2% 감소), 일본국적 크루즈선 535회(49% 증가)로 각각 나타났다
(표 1).

그림 1. 일본 항만에 입항한 크루즈선의 월별 기항횟수 추이
(단위: 회)

369

400

356

350
300
221

250
200

142

150

113

318

338

274

273

275

256

291
252

266
214

209

160

100
50

93

1월

75
2월

3월

4월

5월

6월

2017년 실적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실적

출처: 표1을 기초로 필자 작성

- 국토교통성은,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횟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원인으로 태풍 등의 기상 조건 악
화로 인한 일본 기항 취소 등의 요인을 들고 있으며, 그 외 이탈리아 코스타 크루즈, 미국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녈(RCI) 등의 구미 선사와 중국 크루즈 운항 선사에 의한 중국발착-일본기항
크루즈선 배선 감소 및 코스 변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2. 일본 세토우치 크루즈가 운항하는 크루즈 객선 간츠우(guntû)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ガンツウ (2018. 8.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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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국적 크루즈선 실적 호조의 요인으로 외항 크루즈선 3척의 실적과 세토내해를 짧은
일정으로 항해하는 간츠우(guntû)의 연속적인 운항이 기항 실적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일본 국토교통성의 크루즈 선박 기항횟수 속보치는, 항만국 산업항만과 크루즈 진흥실이
‘Japan Cruise Report’라는 제목으로 매월 1회 정리해서 공표하고 있다.
- 크루즈 기항 월별 실적 및 1월부터의 누적 실적, 국내외 선적별 데이터, 크루즈 관련 최신 토픽
등을 소개하고 있다.
- 8월 15일에 공표한 크루즈 관련 그 외 토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국) 7월 16, 17일 양일간 일본 항만 크루즈선 기항횟수는 10개 항구에서 총 12회를 기록했다.
- (홋카이도) 8월 4일 무로란(室蘭)항에 MSC Splendida가 첫 기항했다.
- (킨키) 7월 13일 마이즈루(舞鶴)항에 MS Ovation of the Seas가 첫 기항했다.
- (큐슈) 사세보(佐世保)항에 7월 7일 Costa Serena, 23일 Norwegian Joy, 28일 MSC
Splendida가 첫 기항했으며, 야츠시로(八代)항에도 7월 15일 MSC Splendida가 첫 기항했다.

한성일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han@kmi.re.kr/051-79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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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 (2018. 5. 16. 검색)

싱가포르, 5년 연속 세계 최고 항만도시로 꼽혀

■ 발틱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와 중국 신화통신(Xinhua)이 발표한 보고서(2018.7.10)
의 ISCD 지수(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세 속에 싱가포르는 5년 연속 세계 최고 항만도시로 선정되었다.a)
- 2014년에 처음 도입된 ISCD 지수는 전 세계 43개 항만과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 항만도
시와 해운서비스 도시의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매년 각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당 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상위 10위권 도시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싱가포르는 일대일로 전략의 발전 가능성으로 5년 연속 세계 1위 항만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상위 10대 항만도시 순위
순위

2018

2017

2016

2015

2014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2

홍콩

런던

런던

런던

런던

3

런던

홍콩

홍콩

홍콩

홍콩

4

상하이

함부르크

함부크르

로테르담

로테르담

5

두바이

상하이

로테르담

로테르담

함부르크

6

로테르담

두바이

상하이

상하이

두바이

7

함부르크

뉴욕

뉴욕

두바이

상하이

8

뉴욕

로테르담

두바이

뉴욕

도쿄

9

도쿄

도쿄

도쿄

부산

뉴욕

10

부산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부산

출처: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 Report (2018. 7.)

- 홍콩은 광동·홍콩·마카오 메가 경제권인 ‘웨강아오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로 인해 5년 만에 런던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 상하이는 급속하게 발전
하는 물류 및 해운서비스시스템 덕분에 4위를 차지했다. 부산은 경쟁항만과 차별화된 환적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아테네를 제치고 10위권 안에 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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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런던은 홍콩에 한 단계 밀려 3위를 차지했고, 함부르크도 7위에 머물렀
다. 반면 스마트 항만 건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운영효율성이
향상된 로테르담 항은 2단계 상승해 6위를 차지했다.
- 두바이는 혁신적인 자유무역지역과 무역환경의 개선으로 5위를 차지했다.

■ 더불어 선박금융, 수리조선, 법률, 선박엔지니어링, 해운업 및 선박중개서비스 등의 해운
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 1위 런던에 이어 2위의 해운서비스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및 두바이가 런던의 뒤를 이어 상위 해운서비스도시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런던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홍콩 및 상하이는 최근 4년간 상위 자신의 순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휴스턴은 해운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5년 만에 처음으로 10위에 진입하였다.

표 2. 상위 10대 해운서비스도시 순위
순위

2018

2017

2016

2015

2014

1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2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3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4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두바이

5

두바이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상하이

6

아테네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함부르크

7

함부르크

함부르크

뉴욕

함부르크

도쿄

8

뉴욕-뉴저지

뉴욕

도쿄

뉴욕

뭄바이

9

도쿄

뭄바이

함부르크

도쿄

아테네

10

휴스턴

도쿄

뭄바이

뭄바이

뉴욕

출처: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 Report (2018. 7. 검색)

김찬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실장
장현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chkim@kmi.re.kr/051-797-4673)

참고자료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singapore-retains-top-spot-in-shipping
-development-index#gs.QyV17oA (2018. 7. 26. 검색)
b) https://safety4sea.com/the-top-10-international-shipping-centres/ (2018. 7.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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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 개발의 딜레마
■ 호주 컨테이너 터미널은 민영화된 상황에서 경쟁 제한 조치 등으로 비효율이 증가 해
왔다.a) b) c) d)
- 호주는 현재 항만 민영화로 인해 기존 의도와 다르게 항만이용에 따른 비용 상승과 고비용의 내항
운송 독점화를 겪고 있다. NSW(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는 2013년 시드니의 보타니(Botany)항
과 캠블라(Kembla)항을 민영화 했으며 2014년 뉴캐슬(Newcastle)항의 민영화 이후 컨테이너 터
미널 간 경쟁에 있어 비밀보호 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이는 가격감시 기능을 배제한 채 경쟁을 제한
하고 있다.
- NSW주의 민간항만들은 뉴캐슬항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을 30,000TEU로 제한하는 부당한 거
래를 해왔다. 만약 수출 물동량이 30,000TEU가 초과할 경우 경쟁항만인 보타니항에 선박 1척당
100만 AUD(76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했다.
- 인근 지역인 보타니와 브리즈번에서 발생하는물동량을 감안할 때 뉴캐슬항은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뉴캐슬항에서 수출되는 곡물 및 석탄 등의 벌크화물은
점차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어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필요성은 높으나 경쟁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결국 호주 정부는 뉴캐슬항의 민영화 과정에 있어 부당한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호주 경쟁·소비위원회(Australia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도
호주 항만들이 경쟁을 통해 항만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용 인하와 서비스 수준 향상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운영 비효율과 함께 시설 투자 역시 제한되고 있어 대형선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a) b)
- 전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에 따라 항만은 대형 선박 유치를 위해 수심확장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빅토리아(Victoria) 주정부는 멜버른 근처에 46억 달러
규모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2055년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 선사들은 호주 주요 항만에 10,000TEU급 이상 선박의 기항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야라강(Yarra River)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심제한으로 인해 최대 7,500TEU급의 선박으로 입
항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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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컨테이너 수출입은 글로벌 선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선사들은 브리스베인,
시드니, 멜버른 3개 항만들을 기항하는 loop system으로 정기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때때로
이 항로에는 내항운송 화물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현재 호주의 내항운송은 전체 내국 화물 운
송의 15%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내항운송(Domestic shipping)을 통해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시스템을
확대하여 대형선 입항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피더 네트워크를 통해 내항운송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림 1. 멜버른항 전경

그림 2. 호주 및 뉴질랜드 주요 항만

출처: (좌) https://anlcontainers.com.au/australian-container-ports/ (2018. 8. 21. 검색)
(우) TAURUS(https://tauruslogistics.com.au/machinery-shipping/australia)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는 대형선 유치와 허브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항만개발이 진행
되었다.a)
- 뉴질랜드 타우랑가항(Port of Tauranga)항은 허브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준설 등에 투자를
해왔다. 현재 머스크는 아시아-타우랑가-남미서안 항로에 선박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에서 11,500TEU급 선박 기항이 가능한 유일한 항만이다.
- 2014년 뉴질랜드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뉴질랜드에 기항하는 선박은 12,000TEU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주요 항만의 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형선박의 재배치
는 항만보다는 공급자인 선사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선사의 운항 수익성에 의해 주도될 것이
므로 주요 피더서비스 개발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서국가의 특징으로 인해 4개의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 피더항만 연계를
위한 ocean highway(Tol Laut)를 그들의 해상운송 비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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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는 내항운송 확대, 허브 & 스포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a)
- 이러한 주변국들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내항 운송, 허브-스포크 시스템을 통한 해상운송체계 구축은 호주의 항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상황에서 멜버른항은 새로운 터미널 개발 없이 7,500TEU 이상 선박의 입항은 불가능하지만,
시드니항과 브리스베인항은 비교적 적은 투자만으로도 12,000TEU 이상의 대형선 기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김보경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imb@kmi.re.kr/051-797-467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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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theherald.com.au/story/5555484/port-of-newcastles-chief-is-chasing
-a-container-trade/ (2018. 8. 21. 검색)
c)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ew_terminal_planned_for_australia (2018. 8.
21. 검색)
d)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경제·무역 부분 “호주 항만시설 이대로 좋은가 (https://news.kotra.or.
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02470)
(2018. 8. 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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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너버럴항, 우주선항만으로 변신 시작
■ 우주선항만 운영을 위한 캐너버럴항(Port Canaveral)의 다목적부두 선석(North Cargo
Berth 8)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a) b) c)
- 캐너버럴항은 2019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항만 북쪽 지역에 상업용 우주선 부품을 포함해 중량물
및 규격초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능을 갖춘 NCB8(North Cargo Berth 8)을 건설
중에 있다.
- 캐너버럴항 CEO인 John Murray씨에 따르면 NCB8 개발을 통해 플로리다 중부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우주해안(Space Coast)지역에서 급성장 중인 상업우주산업에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NCB8 조감도

출처: https://www.portcanaveral.com/About/Recent-News/Multi-Purpose-Cargo-Berth-Construction-Moves
-Ahead (2018. 7. 30 검색)

■ NCB8은 항만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처리시설과 역량을 갖추
도록 설계되었으며 복합(Multimodal/Intermodal)운송에 적합한 선석으로 시공될 예정
이다.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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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마린 그룹(Orion Marine Group)은 2018년 1월 캐너버럴항만공사 이사회로부터 만장일
치로 NCB8 건설을 승인 받은 후, 방파제, 선반식 안벽, 준설공사 등을 위해 금년 초 1,7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부지작업을 시작했다.
- 현재 오리온 마린 그룹은 90피트(27.4m)의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가 끝나면
콘크리트 캡으로 방파제를 건설할 예정이다.
- NCB8은 900피트(274.3m) 방파제와 100피트(30.5m) 부두 확장계획으로 850피트(259m) 선박
이 접안할 수 있으며, 항공화물과 기타 중량 프로젝트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평방피트당 2,000
파운드(평방미터당 9.8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선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선석은 35피트
수심(평균저저조선, MLLW)으로 준설될 예정이다.

그림 2. NCB8 현장모습

출처: https://www.portcanaveral.com/About/Recent-News/Multi-Purpose-Cargo-Berth-ConstructionMoves-Ahead (2018. 7. 30 검색)

김찬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실장
장현미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chkim@kmi.re.kr/051-797-4673)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anaveral_begins_spaceport_transformation
(2018. 7. 30 검색)
b) https://www.portcanaveral.com/About/Recent-News/Multi-Purpose-Cargo-BerthConstruction-Moves-Ahead (2018. 7.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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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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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가격, 14년 만에 최저치 기록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영향으로 중동 내 석유 가격 전쟁이 재개되고 있다.a) b)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8월 6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7일부터 1단계 제재가 발효됐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약 90일 후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앞두고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가격 인하 전쟁을 재개하고 있다.
- OPEC내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8년 11월 초 미국의 제재 재개 이후 이란의 석유공
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차질을 상쇄하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늘렸다.
-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기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일려는 아시아 정유사들
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하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OPEC 내 3번째 큰 생산국인 이란은 미국의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석유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석유수출입기구(OPEC)에 따르면, ’18년 7월 원유 생산량은 이란 375만
b/d, 사우디아라비아 1,029 b/d 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은 주 고객인 아시아지역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다고 밝혔다.c) d)
- 이란의 국영 IRNA통신은 ’18년 8월 8일(현지시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재개 전
아시아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의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석유공사(NIOC)가 아시아로 수출되는 9월 판매량의 공식 가격을 인
하했으며 이는 14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란의 석유 및 LNG 판매량의 약 절반을 수입하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현행 거래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유럽연합(EU)는 미국 제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유럽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아시아 국가들
보다 미국 재정 압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 한국과 일본은 미국 정부에 수입금지 예외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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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0년 이후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기준 석유가격 변화 추이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10/iran-oil-turns-cheaper-versus-saudi-crude-as-u–s
-sanctions-loom (2018. 0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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