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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독성 적조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 미국 플로리다 연안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 발생한 독성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 및 연안 도시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a) b)
- 독성 적조가 미국 플로리다 주 남서부 해역을 덮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명 적조로
불리는 편모조류 카레니아 브레비스(Karenia Brevis)는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편모조류
로서 대체로 늦은 여름이나 이른 가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해류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플로리다 주 연안 멕시코만에서 10개월 전 발생한 적조는 그 농도가 점차 진해지고 영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재 카레니아 브레비스가 생성하는 신경성 독성 물질인 브레비톡신
(Brevetoxin)이 미치는 영향이 위협적인 실정이다.
- 플로리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수천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오고, 돌고래나 바다거북과
같은 대형 해양동물의 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 주민들은 호흡곤란이나 안구 질환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는 등 적조에 따른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플로리다 연안 편모조류 카레니아 브레비스(Karenia Brevis) 농도 변화 추이

출처: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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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연안의 적조 현상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a) c) d)
- 플로리다 멕시코만에서의 적조 발생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1840년대에 스페인의 탐험가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적조에 관한 기록을 남긴 이래 적조 현상 발생에 관한 기록이 간혹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4~2002년 적조 발생 횟수가 1954~1963년에 비하여 13~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적조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플로리다 해수 온도는 77년 대비 섭씨
2도 상승하였으며, 도시개발에 따라 플로리다의 습지 비중이 50%에서 10%로 감소한 점, 질소
함량이 높은 농업용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간활동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가 적조 현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 또한, 2017년 플로리다를 강타한 태풍 어마(Irma)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폭우로 인하여 플로리다 최대 규모의 호수인 오키초비호(Lake Okeechobee)의 수위가 높아져
오키초비호를 둘러싼 방죽이 터질 가능성을 염려하여 미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바다로 내보내었으며, 영양이 풍부한 호수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조류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가설이다.

그림 2. 2017년 6월 멕시코만 데드존(Dead zone) 발생 현황

출처: http://www.noaa.gov/media-release/gulf-of-mexico-dead-zone-is-largest-ever-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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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호주, 강 등 수중생태계에 유입되는 영양물질의 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영양화
(eutrophication)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d) e)
- 해수 온도 상승과 더불어 폭우로 인한 농업용수 유출 등 향후 영양물질 유입에 따른 해양의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말이면
질소 유출은 약 20%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적조·녹조 발생 및 저산소에 따른 데드존(Dead zone)
형성으로 이어져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 모트해양연구소(Mote Marine Lab)는 오존
(Ozone)을 이용하여 해수를 정화하는 적조 대응책을 연구, 시험 중이다. 오존을 이용해 오염된 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정화시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으로서 운하와 같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책의 하나이다.
- 기후변화와 연안 개발로 인하여 적조·녹조 현상, 저산소 현상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상에 대하여 단편적인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적조 현상과 같은 부영양화
현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화학적 유기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영양물질의 농도가 높은 하수가 자연적인 정화과정을 거친 뒤 바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내수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혜영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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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담배필터

■ 최근 해양에서 발견되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a) b) c) d)
- 해양쓰레기 중 해양생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이며, 이는 사람이
즐겨 먹는 해산물과 바다거북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체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 각 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폐기물의 약 0.02%만을 차지하며, 플라스틱 봉지, 플라스틱
병보다 담배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32년간 수집된 세계의 해안쓰레기 중 담배꽁초가 1위를 차지하였다.e) f)
- 환경보호단체 ‘Ocean Conservancy’는 1986년부터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해변 청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담배꽁초는 지금까지 해변에서 수집된 쓰레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지난 32년간 약 6,000만 개가 수집되었다. 또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수집된 해안
쓰레기 중 담배꽁초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1. 국제연안정화 2017 보고서

출처: https://oceanconservancy.org/wp-content/uploads/2017/06/International-Coastal-Cleanup_2017-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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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 동, 서, 남해 연안 40곳을 선정하여 해안쓰레기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안쓰레기의 약 5%가 흡연
및 불꽃놀이 항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및 불꽃놀이 항목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쓰레기는 평균 80% 이상(담배필터1)로 인한 쓰레기는 평균 45%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 국내 해안쓰레기 발생현황
분류(개)
플라스틱류
종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5,609 27,056 28,675 25,300 28,545 18,650 27,935 40,574 38,771 35,436
949

814

1,337

949

1,132

825

1,157

1,699

1,939

1,496

스티로폼

8,948

9,029

15,121

9,935

8,001

7,675

6,095

10,677

9,837

7,696

목재

4,811

4,044

3,579

2,439

2,472

1,865

2,239

3,470

3,490

3,963

금속

1,395

1,371

1,635

1,266

1,298

1,175

2,124

2,801

2,552

2,417

천연 섬유

1,224

1,267

1,115

1,058

1,154

1,069

1,178

1,680

1,483

1,350

유리

2,674

5,661

5,208

5,074

4,820

2,525

2,585

3,524

2,871

3,342

고무

273

384

245

270

258

251

272

474

483

412

의료

174

204

192

220

296

145

208

299

313

256

흡연 및
불꽃 놀이
(흡연)

2,019 2,199 2,623 3,123 2,679 1,987 2,516 4,060 3,468 2,738
(1,774) (1,756) (2,334) (2,969) (2,375) (1,853) (1,993) (2,780) (2,362) (1,680)

외국기인

1,926

2,254

3,824

2,445

1,677

3,255

2,283

3,403

3,104

1,591

586

619

852

244

346

225

525

340

336

247

기타
합계

50,588 54,902 64,406 52,323 52,678 39,647 49,117 73,001 68,647 60,944

출처: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alic.or.kr/rest/monitoring/year/null/null/null)

■ 한편, 연간 소비되는 담배꽁초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생성된 필터를 포함하고 있다.a)
b) c) e)

- 환경보호단체 ‘CBPP(Cigarette Butt Pollution Project)’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꽁초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5조 6,000억 개 정도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의 담배꽁초는
플라스틱의 한 형태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로 만들어진 필터를 포함하고 있다.
- 이 필터는 20세기 중반에 한 기업이 담배의 해로움을 줄여주는 것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으나, 실제로
건강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필터는 인공 섬유로 되어 있어 이들이
부패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매년 제조되는 담배꽁초의 3분의 1은 바다와 해변에 버려진다.

1) 2017년까지는 담배필터가 흡연 및 불꽃놀이로 분류되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 담배필터는 플라스틱류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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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담배필터에 대한 규
제가 필요하다. g)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플라스틱의 주범인 담배필터에 대한 규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 미국의 일부 담배 제조업체는 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생
업체인 그린부츠(Greenbutts)는 흙이나 물에서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 필터 개발에 성공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유기물 필터 개발을
지원하는 등 플라스틱 담배 필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참고자료

a) http://fortune.com/2018/08/27/ocean-contamination-plastic-straws-cigarette-butts/
(2018. 9. 15. 검색)
b) https://www.nbcnews.com/news/us-news/plastic-straw-ban-cigarette-butts-are-sin
gle-greatest-source-ocean-n903661(2018. 9. 15. 검색)
c) https://www.businessinsider.com/cigarette-butts-are-the-most-abundant-pieces-ofhuman-trash-in-oceans-2018-8(2018. 9. 15. 검색)
d) https://www.mnn.com/earth-matters/wilderness-resources/stories/cigarette-butts-ar
e-biggest-source-ocean-garbage(2018. 9. 15. 검색)
e)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alic.or.kr/rest/monitoring/year/null/null/null)(201
8. 9. 15. 검색)
f) https://oceanconservancy.org/wp-content/uploads/2017/06/International-Coastal-Clea
nup_2017-Report.pdf(2018. 9. 15. 검색)
g) https://omtimes.com/2013/12/greenbutts/(2018. 9.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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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바다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워크숍 개최

■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9월 11일 스페인 라스팔마스 대학에서 ‘Maritime
Spatial Planning for Islands’ 워크숍을 개최하였다.a)
- ‘섬과 MSP’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섬을 위한 MSP 수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 참여자들은 몰타(Malta)와 같은 섬 국가에서부터 핀란드의 올란드(Åland)와 같은 자치권을 가진
섬에 이르기까지 EU내 섬에 대한 MSP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유럽의 섬들은 지리적 특성과 거버넌스가 다르며, 각 특성에 맞는 MSP가 필요하다.
- 섬은 육지와 떨어져 인간의 개입이 적어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의 가치가 크다.
섬은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등을 이용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유럽 회원국은 EU의 해양공간계획지침(the Maritime Spatial Planning Directive)에 따라 섬을
포함하여 MSP를 도입하고 있다. 섬을 대상으로 한 MSP는 각 국의 MSP 제도 추진 현황과 섬의
자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섬은 규모와 상태 등 지리적 특성과 법·제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해양공간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 워크숍에서는 섬에 대한 MSP 적용과 청색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인식하고, 섬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적인 압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b)
- 섬은 경제 활동이 상당 부분 해양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청색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소규모의 분리된 섬 지역공동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관리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복잡한 MSP 과정에 비추어,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계획 수립･이행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 반면에, 계획 권한이 존재하더라도 적은 인구와 이주 등으로 관리가 어렵고, 소규모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크다. 이와 함께 일부 섬 및 도서 국가는 수출·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변동과 공급 중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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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의 섬에 대한 MSP 수립 사례
국가

MSP 사업

Azores
(포르투갈 최외각 지역)
Shetland Islands
(스코틀랜드)
Limassol
(키프로스)

설명

GPS Azores (Geographical and Political
MSP 수립을 위하여 아로제스의 해양 활동, 상충,
Scenarios in Maritime Spatial Planning for
시나리로 개발(추진 중)
the Azores and North Atlantic)
Shetland Islands Marine Spatial Plan
(NAFC, 2015)

MSP 시범사업을 토대로 SIMSP가 스코틀랜드의
지역 개발 계획의 ‘Supplementary Guidancd’로
채택

Cross-border Cooperation for Maritime
Spatial Planning Development (THAL
CHOR)

THAR CHOR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Limassol
주변 해역의 갈등과 양립을 분석

Lesvos and
Rhodes
(그리스)

Cross-border Cooperation for Maritime
THAR CHOR의 일환으로, Lesvos와 Rhodes
Spatial Planning Development (THAL
섬에 대한 MSP 시범 계획이 마련
CHOR) pilot plan for Lesvos and Rhodes

Ionian Sea
(그리스)

Experiences from the Ionian Islands pilot
Lonian 섬을 중심으로 지중해 ICZM 이행을
project (part of “MSP Med – Paving the
위하여 수행
Road to MSP in the Mediterranean”)

Saaremaa
and
Hiiumaa
(에스토내아)

Towards a Pilot Maritime Spatial Plan for
BaltSeaPLan 프로젝트를 통해 Saaremaa와
the Saaremaa and Hiiumaa Islands
Hiiumaa 섬에 대한 MSP 시범계획 마련
(Martin,et al., 2012).

Åland
(핀란드)

PanBalticScope – Finland-Aland-Sweden
Case, AlandIslands (Finland)

PanBalticScope 프로젝트를 통해 Åland 정부가
Åland MSP

출처: https://www.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20180829_msp_islands_workshop_briefing_paper_0.pdf(2018. 9.
15. 검색)

■ 이번 워크숍은 섬이라는 해양공간이 지속가능한 이용과 청색성장의 기회가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MSP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c)
- 이번 워크숍은 섬을 관리하기 위한 MSP를 적용하는 방법과 경험을 논의한 첫 걸음이 되었다.
- 약 3,3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섬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도 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효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MSP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희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chj1013@kmi.re.kr/051-797-4735)

참고자료

a) https://www.msp-platform.eu/events/workshop-msp-islands (2018. 9. 15. 검색)
b) https://www.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20180829_msp_islands_workshop_bri
efing_paper_0.pdf (2018. 9. 15. 검색)
c) 최재선･최지연,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 6, KMI
동향분석, 통권 제87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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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을 통한 지역성장
■ 인도 정부는 17곳의 해안길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a)
- 인도 정부는 연안지역의 해안선을 활용하여 최고의 해양관광 목적지를 만들기 위해 17곳의 해안
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 인도의 해양관광객은 1,040만 명으로 인도 전역의
해안선을 개발하여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한다. 인도 해양관광의 잠재력은 오랫동안 관광산업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번 해안길 프로젝트를 통하여 해안관광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17개의 사업 중
카키나다(Kakinada) 해변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어 해변에는 음악 분수, 조경, 미술관 등을
설치하였으며, 매일 야간 레이저쇼를 준비하고 있다.
-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하는 동유럽과 러시아 출신 관광객은 인도 해양관광을 목적으로
여행하고 있으며, 2주 이상 해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도 정부는 이들을 메인 타깃으로
설정하여 17개 해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 영국 웨일즈 덴비셔(Denbighshire) 지방은 해양관광 활동 증가로 지역이 성장하고 있다.b)
- 영국 웨일즈 연안에 위치한 스카버러 지역 관광 경제 활동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덴비셔
경제에 관광이 미친 효과는 4억 9,350만 파운드로 나타나 2016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07년 이후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7년 이 지역에는 관광으로 인하여 6만
7,23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59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지역의 숙박여행객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해양관광 뿐 아니라 농촌관광,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이
중에서도 해양관광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민간 투자자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해안 지역에 두 개의 새로운 호텔이 들어설
계획임을 밝혔다.

■ 태국 레저보트 인구의 급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c)
- 태국의 해양관광은 국가경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션 마리나 요트 클럽(Ocean Marina
Yacht Club)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트 탑승객은 약 73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 1분기에만 전년 동기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계층의 60% 이상이 레저보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여행객들이 태국을 방문해 레저보트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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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태국 동부 해안에서의 당일치기 여행과 보트여행 증가는 보트 소유권 증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안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만의 고유한 해양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 해양관광산업은 연안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해양관광개발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해양관광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지역 고유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안지역 고유의 지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해양관광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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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travel/destinations/india-to-soon-have-17-coas
tal-spots-developed-for-tourism/as65658452.cms (2018. 9. 7. 검색)
b) http://www.rhyljournal.co.uk/news/16689301.tourism-up-by-70-per-cent-since-2017/
(2018. 9 10. 검색)
c) https://www.ttgasia.com/2018/09/05/domestic-charters-marine-tourism-shore-up
-boating-sector-in-thailands-east-coast/ (2018.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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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동의 변화

■ 뉴 칼레도니아의 해양관광활동이 당분간 통제될 예정이다.a)
- 뉴 칼레도니아에서의 해양관광활동이 엄격히 통제될 예정이다. 남태평양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뉴 칼레도니아를 방문한 관광객은 27,000명으로 이는 남태평양 지역 전체의 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뉴칼레도니아 정부는 산호초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기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뉴 칼레도니아는 250만 마리의 바닷새와 해양동물 9,300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건강
한 산호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해양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
이다.

■ 세계 최고의 수중레저 관광지 중 하나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환경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b)
-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2016년에서 2017년 대규모 산호초 백화현상으로 산호초가 죽어
가고 있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산호초와
열대우림(Reef & Rainforest) 연구 센터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지난 4월 호주 연방 정부는 기후변화, 산호초에 위협을 가하는 불가사리 제거, 수질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약 5억 달러의 기금 지원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그레이트 배리
어 리프 회복을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 해양관광 담당자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몰디브의 호텔에서 산호초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c)
- 지난 수십 년 동안 몰디브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대표적인 해양관광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산호초 백화현상, 해양관광산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등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 CNN에 따르면 몰디브 지역의 산호초가 2014년 이후 60~90% 이상이 손상되었다. 199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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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반야트리는 몰디브 산호초 회복을 위하여
업계 선두에 나서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은 산호초 보호 및 교육을 위해 해양생물
학자를 고용한 최초의 리조트 그룹으로 산호초 복원, 산호초 모니터링, 교육 및 시민 과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관광 산업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지만 관광산업의 성장은 지역의 환경
에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해양관광 활동은 어느 관광활동
보다 환경에 예민하며, 해양환경 변화는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도 관광기
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나 지역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해양환경 보호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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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telegraph.co.uk/news/2018/08/14/new-caledonia-restricts-tourism-bans
-fishing-protect-huge-swathe/ (2018. 9. 12. 검색)
b) https://www.stuff.co.nz/travel/news/106978851/australias-great-barrier-reef-showing
-signs-of-recovery (2018. 9 12. 검색)
c) https://www.scmp.com/magazines/style/travel-food/article/2162195/what-banyantree-doing-save-coral-reefs-maldives (2018.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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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해상 활동에서의 드론 활용 동향

■ 세계 각국에서 선박설비검사 및 해양데이터 수집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a) b) c) d)
- 영국 해군은 2016년 5월부터 선박결함 진단에 드론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군은 선박의 소방 설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 기반의 무인 항공기 검사회사인 사이버 호크(cyberhawk)는 2008년 창립 이래 선박
내부 굴뚝 검사, 풍력 터빈 검사, 변속기 타워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017년 핀란드의 에어로몬(Aeromon)사는 해상에서의 유황 및 가스배출량을 측정하는 Aeromon
Emission Monitoring System을 출시하였다.
- 미국 스키드 어웨이 해양 연구소(Scidaway Oceanography Institute)는 수중 무인기(terwater
drone)를 이용하여 해양 열, 염분 및 밀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근 미국 동부해안으로 진입
하고 있는 허리케인 플로렌스 강도와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에서는 해상 보안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드론 수요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a) e) f)
- 미국 해군은 항공우주산업체인 노드롭그루먼사가 제작한 MQ-4C Triton이라는 무인정찰기를 활
용하여 선박 모니터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진 함대의 보안팀에 전송하고 있다.
- EMSA(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는 국경통제, 해양오염 모니터링, 어업 및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 탐지에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
- 2017년 말 Martek Marine은 UAS(unmanned aerial system) 해상 항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용 항공부서를 설립하였다. 해당 부서는 불법 오염 탐지 및 모니터링,
불법 마약 거래 탐지 및 인신 매매 방지, 수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보안 및 감시 활동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 올해 초 호주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인명구조에 성공하였다.a) g)
- VIDAR(Visual Detection and Ranging) 장치가 장착된 무인항공기는 수색 및 구조와 같은 해상
활동에서 비용효율성이 높아 다양한 조건의 바다에서 이용되고 있다.
- 올해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연안에서 두 명의 소년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무인항공기가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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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도착하여 구명장비를 전달함으로써 빠르게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 미국 뉴저지주의 Belmar에서는 지난 8월에 구조에 활용하기 위한 드론 도입을 고려하기 위한 시운
전이 진행하였다. 구조요원이 구명조끼와 튜브를 무인항공기를 작동시켜 떨어뜨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 해상 택배시장에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한 해양기업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a) c)
- Wilhelmsen Ships Services는 최근 바다에서 선박으로의 무인 항공기 운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에 문서나 예비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고객에게 높은 비용이 드는 선박을 이용한
배달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Natilus사는 2017년 11월 Starburst Ventures, Seraph Group, Gelt VC, Outpost Capital 및
Draper Associates의 투자로 해상택배 목적용 자율형 무인 비행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무인기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업용 시장 진출은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참고자료

a) https://www.expouav.com/news/latest/4-ways-drones-maritime-offshore-services/
(2018. 9. 12. 검색)
b) https://commercialdrones.fm/podcast/oil-gas-inspection-drones-cyberhawk/ (2018.
9. 12. 검색)
c)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drones-deep-new-applications-maritimeuavs/ (2018. 9. 12. 검색)
d) https://www.wired.com/story/hurricane-florence-underwater-drone-slocum-glider/
(2018. 9. 12 검색)
e)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featurehow-drones-are-changing-the-ma
ritime-industry-4865807/ (2018. 9. 12. 검색)
f) https://www.shephardmedia.com/news/uv-online/martek-creates-dedicated-maritime
-unmanned-aviatio/ (2018. 9. 12. 검색)
g) https://www.tapinto.net/sections/sports/articles/belmar-lifeguards-test-ocean-waters
-with-lifesaving-drone-11 (2018.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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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에 적합한 장비 개발 및 국민 인식전환 필요

■ 플라스틱 등 쓰레기의 바다 유입으로 수산생물자원 감소, 서식환경 훼손, 선박사고
유발 등 해로운 영향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a) b)
- GESAMP(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보고서에 따르면
연안개발, 폐수배출, 산업 폐기물 등 해양투기, 유해물질 해상운송, 인공양식 등의 생물자원 개발
및 자연재해･사고 등으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주요 정점을 대상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해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조사
하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결과 플라스틱이 58.1%, 스티로폼 12.6%로
플라스틱류가 70%이상을 차지했다.
- 또한, 쓰레기 종류 중 상위 10개 항목에도 플라스틱 음료수병 13.8%, 비닐봉투 10%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다.

■ 해양쓰레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책 제정 및 시행에 나서고 있다.b)
- 우리나라 식품안전처는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막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해 7월부터 화장품 등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 환경부에서도 지난달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
량을 50% 감축시키는 목표 제시 및 이를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금지, 과다포장
억제 등 일회용품 사용저감 계획을 밝혔다.
- 해수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안가 쓰레기, 침적·부유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 연간 7~8만 톤을
수거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인 어구관리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위해성
연구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 해수부에서 밝힌 최근 연도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해안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등을 설정해 전국적으로 행사진행 등의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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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 톤)

종류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유쓰레기

4,213

4,454

4,330

4,697

4,460

침적쓰레기

16,384

19,353

16,252

24,146

29,662

해안쓰레기

28,483

53,129

48,547

41,998

48,053

총 합계

49,080

76,936

69,129

70,841

82,175

출처: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7

■ 해양쓰레기 배출저감 노력과 함께 부유 및 침적된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해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c) d)
- 네덜란드 비영리 재단인 오션클린업은 지난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름 1.2m, 길이 600m인
띠 형태의 거대한 뱀 모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치를 바다에 투입해, 해류를 따라 바다를
떠다니며 수면아래 3m 길이 차단막에 플라스틱을 수거하며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였다.
- 국내 수상에스티가 개발한 폭 2.5m, 길이 7m의 소형 무인 청항선은 바다 위를 자율운행하며 쓰레기
를 수거하는 무인선박이다. 현재 시연단계에 있으며, 기존 대형 청항선 운용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및 테스트 중인 제품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018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original&utm_campaign=biz / http://www.etnews.com/20180830000119 (2018. 9. 14. 검색)

■ 미국의 Seatools사는 해양 정화 시스템에 투입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e)
- Seatools사의 해양정화 시스템은 해양 탐색과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많은 센서에 의해 수집된 환경
상황,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의 데이터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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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 처리･저장･전송에 필요한 센서들은 태양열 집적식 전자포드 5대와 연결된다.

그림 2. Seatools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출처: http://www.greenport.com/news101/Products-and-Services/remote-monitoring-system-for-ocean-cleaning (2018. 9. 14. 검색)

■ 해양쓰레기 정화에 관한 기술개발과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 등 실질적 실천 노력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이찬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cblee7645@kmi.re.kr/051-797-4690)

참고자료

a) http://www.gesamp.org/ (2018. 9. 14 .검색)
b)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7 (2018. 9. 14. 검색)
c)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0187.html?utm_sou
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18. 9. 14. 검색)
d) http://www.etnews.com/20180830000119 (2018. 9. 14 .검색)
e) http://www.greenport.com/news101/Products-and-Services/remote-monitoring-sy
stem-for-ocean-cleaning (2018. 9.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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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보트쇼 시즌 개막

■ 전 세계 하반기 보트쇼 시즌이 시작되었다.a) b)
- 9월이 되면서 2018년 하반기 보트쇼 시즌이 시작되었다. 9월 14일 개최된 사우샘프턴 보트쇼(영국)
를 시작으로 포트로더데일 보트쇼(미국), 탬파 보트쇼(미국), 로스엔젤레스 보트쇼(미국), 제노바
보트쇼(이탈리아), 오클랜드 보트쇼(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보트쇼가 개최될 예정이다.
- 영국의 대표적인 보트쇼는 올해 50회를 맞이한 사우샘프턴 보트쇼이다. 사우샘프턴 보트쇼는 영국
해양협회가 주최하는 영국 최대 레저보트 축제로 매년 약 600여개의 레저보트 및 요트 제조기업과
카약, 패들보드, 딩기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금번 보트쇼는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전시품 중 최고가 요트는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45억 610만 원)에 달한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
이다. 1998년 시작된 뉴질랜드 보트쇼는 올해 21회를 맞이했으며 오클랜드 비아덕트 항구
(Viaduct Harbour)에서 개최된다. 비아덕트 항구는 1851년 시작되어 167년의 전통을 가진 아메
리카컵(America's Cup) 요트 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보트쇼는 뉴질랜드 해양레저산업, 마리나산
업의 성장을 대변해 왔으며 약 2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림 1. 주요 보트쇼 전경

영국 사우샘프턴 보트쇼

미국 로스엔젤레스 보트쇼

출처: (좌) https://www.rightboat.com/blog/southampton-international-boat-show
(우) https://www.laharborboatshow.com/press-room/image-downloads/ (2018.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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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쇼는 레저보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c) d)
- 레저보트 업계는 레저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잠재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유명 브랜
드의 요트와 레저보트 시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레저보트 이용자 중 낚시 활동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낚시 관련 강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탬파 보트쇼는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낚시, 해양환경
보전 등을 주제로 하며 특히 올해는 여성 낚시인을 위한 교육, 여성을 위한 보트 조종 실습 등
여성 레저보트 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뉴포트 보트쇼는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탐험가 Jerome Rand의 강연 외에 모터보트 및 세일보트
조종법, 수상레저안전, 기상관측기기나 레이더 등 레저보트 활동 시 필요한 기기의 사용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하였다.

그림 2. 보트쇼 프로그램 사례

여성 낚시 강습

여성 요트 대회

출처: (좌) http://www.tampaboatshow.com/seminars
(우) https://www.ybw.com/boat-events/golden-globe-race/golden-globe-race-47034 (2018. 9. 10. 검색)

- 사우샘프턴 보트쇼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보트쇼라는 슬로
건을 내걸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약식을 개최했다. 2020년까지 매년 보트쇼
참가자들은 해양환경 보전 서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친환경적인 보트쇼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 많은 보트쇼들이 레저보트 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레저보트 활동 잠재 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보트쇼는 새로운 해양관광레저 트렌드와 레저보트 건조 기술을 전파하고 이것이 레저보트 활동자 확대
및 판매 증가로 연계되는 기회이므로, 해양레저 선도국은 보트쇼를 자국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개선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우리나라도 부산국제보트쇼와 경기국제보트쇼 등 국제 규모의 보트쇼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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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는 수출상담회, 올해의 보트상 시상 등 레저보트 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외에 해양레저 전문가들
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실내 체험행사 등을 마련해 해양레저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보트쇼 개최 시기가 비슷한데다가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전시된 레저보트와 요트
의 규모가 작아 일반 국민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트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동시에 레저보트 활동 잠재 수요 발굴을 위해 어린이, 여성 등을 타켓으로 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레저보트를 이용한 주요 해양레저 활동별로 맞춤형 행사를 마련하여 기존 레저보트
이용자들도 좀 더 재미있게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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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thesun.co.uk/travel/7186027/the-biggest-yachts-at-this-years-southa
mpton-boat-show-costing-up-to-10m/ (2018. 9. 6. 검색)
b) http://www.marinebusiness.com.au/news/maritimo-goes-to-auckland-on-water (2018.
9. 6. 검색)
c) https://www.wfla.com/news/hillsborough-county/more-than-400-boats-and-yachts
-expected-at-53rd-annual-progressive-tampa-boat-show/1422678998 (2018. 9. 7.
검색)
d) https://www.powerboat-world.com/news/209625/Americas-Boating-Club-to-offerfree-seminars (2018. 9.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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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해양 플라스틱 감소·수거 및 활용 위한 노력
가속화
■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
- 오션클린업(Ocean Cleanup)은 2013년에 설립된 해양 플라스틱 수거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시범
사업을 거쳐 9월 본격적으로 수거 활동에 투입되었다.
- 오션클린업은 해양 플라스틱 수거를 위하여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 플로팅 붐 시스템을 배치하였고, 이 시스템은 연간 15만 파운드의 플라스틱을 수거한다.
* Great Pacific Garbage Patch: 북태평양 중앙 해류에서 생성된 쓰레기 소용돌이로 쓰레기 소용돌이는 1980년대
중반에 발견되었으며,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중간에 위치

■ EU가 지원하는 GoJelly 프로젝트는 해파리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수거 방안을 연구한다.b)
-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GEOMAR Helmholtz Center for Ocean Research Kiel)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해파리가 생산하는 점액으로 바이오 필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 해파리의 점액은 미세플라스틱을 흡착할 수 있으며, 바이오 필터 설비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 GoJelly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의 연구자 및 어업인들과 함께 해파리를 채집하여 효과적 활용방법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 스웨덴과 유엔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고 중인 600만 달
러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c)
- 스웨덴과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COBSEA)는 폐기물 관리를 통한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지난 4년 간 노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스웨덴 국제개발기구(SIDA)가 자금을 지원하고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가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생산자로부터 폐기물 관리자,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해안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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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를 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수명 주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양을 줄이는 증거 기반 정책 및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 유럽 의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d)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원래 계획안을
넘어선 다음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다.
- ⅰ) 2020년까지 화장품, 세제 및 청소제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미세플라스틱 공급원에 대한
구체적 조치, ⅱ)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인 산화 생분해플라스틱(Oxo-degradable
plastics)의 완전한 금지, ⅲ) 플라스틱 유해물질을 줄여, 재활용 제품에 위험한 화학물질이 없음을
보증, ⅳ) 최우선사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처음부터 생산되는 것을 막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하며, 매립 또는 소각을 막는 것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플라스틱에 대하여 몇 가지 조처를 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과 폐어
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안에 대한 제안을 이미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e) f)
- 덴마크 맥주 업체 칼스버그는 맥주의 멀티팩에 새로운 캔 홀더를 적용하여 기존 멀티팩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양을 76%까지 줄이는 상품을 출시하여 9월 10일부터 영국에 공개하였다.
- 선글라스 제작업체인 코스타 바핀(Costa Baffin)은 폐어구를 이용한 선글라스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을 활용한 스케이트보드, 의류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한다.

■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난 후, 그 심각성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의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g)
- 최근 해양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국에서는 빨대와 플라스틱 포장을 쓰지 않는 움직임이
정책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또한, 해양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빨대나 플라스틱 포장보다 폐어
구가 수거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6%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EU에서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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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크고 작은 원인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제도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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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본격화

■ 러시아 튜멘 주립대학(Tyumen State University)은 북극의 ‘스마트 시티’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a)
- 국제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동 연구는 북극에 ‘스마트 지방정부(smart municipalities)’라는
새로운 개념의 북극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방향 설정, 사례 분석, 홍보방안 수립 등을 수행한다.
-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 북극권 국가의 소속 대학, 연구기관, 기업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한 요인으로서 ‘스마트 시티와 지방정부’의 개념
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에 ‘smart’ 관리, 기술, 혁신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 연구진은 스마트 시티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스마트 커뮤니티(smart community)’에
주목한다.b) c)
-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 거버넌스 등 비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확대되고 있다.
-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추세는 스마트 시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시민과 도시 공동체’
에 주목하고 있다. 즉 스마트 커뮤니티란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면서 교통 시스템, 가정, 오피스 빌딩, 공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스마트화를 목표
로 하는 주민참가형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 연구진들은 북극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수용하는 ‘스마트 커뮤니티’의 연구는 북극도시를 젊은세대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북극의 환경적 고립성, 문화적 다양성,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d) e)
- 최근 20~30년간 급속히 진행된 북극 지역의 산업개발은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분화
(social-economic differentiation)현상을 발생시켰으며, 인구감소, 극빈층 비율 증가,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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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문화, 경제 개발 및 현대 기술의 혁신은 북극 사회의 복원력과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연결성은 북극의 사업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참여를 활성화하여 북극 주민
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혁신과 변화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북극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원래
목적이 약해 질 수 있다.
- 따라서 북극에서 ‘스마트’의 개념은 북극의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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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행동규범 수립 협상을 위한 ‘단일 초안’ 합의 이후
최근 언론과 전문가 기고 동향
■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이하 COC)
제정을 위해 수년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a) b)
- 2016년 7월 25일,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의 집행에 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내놓았다.
중국과 아세안은 현재 무인도서, 산호초 그리고 모래톱에서 거주하려는 행동을 삼가자는 것을 당
성명에 포함시켰다.
- 그리고 2016년 9월 7일,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계획되지 않은 조우에 대한 규범의 적용에
대한 공동성명(The Joint Stat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CU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채택된 안전과 소통에 대한 의례는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 이어서 2017년 8월 6일,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틀
(framework)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장기간의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으나, 난항을 거듭하다
2018년 3월에 비로소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 마침내 2018년 6월 27일, 중국과 아세안은 고위급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수립 협상
을 위한 단일 초안(a single draft COC negotiating text)’에 합의했고, 이후 협상은 비교적 급물
살을 타고 있다.

■ 근래 언론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 협상을 위한 단일 초안’ 합의 이후 그
내용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c)
- 협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매체들은 대체로 단일 초안에 항행,
어업, 환경보호, 석유와 천연가스 권리 그리고 군사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더욱 규칙에 기초한 아세안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대신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로 협상이 진행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
이라는 예상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들과 군사 훈련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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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단일 초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이러한 압박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흐엉 레 투
(Huong Le Thu) 선임연구원(senior analyst)은 아세안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
움을 겪겠지만, 지역의 공동 이해관계가 큰 위험에 이르러 회원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변곡
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향후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선결조건이 있다고 주장한다.d)
- 예컨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미국학 연구소(The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in Washington DC)의 수라브 굽타(Sourabh Gupta) 선임 연구위원(Senior Fellow)은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그는 우선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협상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아세안과 중국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남중국해 이슈에서 분리
되어 있다는 데서 찾았다.
- 이어서 그는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협상 타결의 몇 가지
선결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첫째, 미국이 특정 아세안 회원국의 동맹국이 되거나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미국과의 해군
협력을 축소하고 있는 이때, 필리핀 대륙붕에서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회를 2016년 중재 판
정의 준수라는 대의와 함께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리드 뱅크(Reed Bank)에서 공동으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기 위한 협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둘째, 중국은 주권 관련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암묵적인 조건으로서 이웃국가들에게 부과한
프리미엄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오히려 분쟁의 해결이 중국과 이웃국가들이 안정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중국은 나아가 급속히 진행되는 해양법의 발전이 중국의 정치적 계산에 기초한 접근법과 분쟁
수역에서의 주권과 관할권 주장을 다루는 국제 규칙 간의 벌어지는 격차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
| 29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이를 관리하려는 것을 넘어
서야 하며,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아래에서 진행될 기능적인 사업들도
이러한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수환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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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탐험가, 아시아 국가의 수중 드론 동향

■ 인류의 호기심은 문명의 발달에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a)
-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자동차를 개발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바다 위, 아래를 배와
잠수함으로 움직이는 등 낯선 곳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새롭고 편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기가 되어왔다.
- 최근 들어 사람들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조종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히고 있
으며, 무인 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V)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인해 위험 지역
에서의 정밀 작업 및 무인 이동 수단의 활용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로 진출하여 무인
수중체(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림 1. 다양한 무인기의 종류

1) 무인 항공기(UAV), 무인 지상 차량(UGV), 무인 수중체(UUV)
출처: https://uavus.org/ (2018. 9. 17. 검색)

■ 아시아의 UUV, 글로벌 시장의 해양 강국을 꿈꾼다.b) c) d)
-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 및 군사용 수중로봇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중
이다. 일본은 이미 R1, S10, TanTan, Urashima 등 다양한 수중 드론을 개발해 석유 시추 및
해양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오룽, CR-01, Qianlong-1, ARV-A 등의 수중 드론을
개발해 해저 탐광과 장비를 지원하는데 운용하면서 최근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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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UUV

1) TanTan / Urashima
출처: http://auvac.org/ (2018. 9. 17. 검색)

그림 3. 중국의 UUV

1) Qianlong-1 / ARV-A
출처: http://en.people.cn/ / http://english.cas.cn/ (2018. 9. 17. 검색)

-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무인 해중 작업 장치
(Remotely-Operated Vehicle, ROV)와 무인 자동화 탐사정(Automatic Under Vehicle, AUV)
등을 연구했으나 널리 실용화하지 못했다. 조선 분야의 선두국가답게 선체 설계 분야에서는 선진
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밖의 수중로봇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기술에 미
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현황 또한, 해양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수중 드론 등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 이동체를 혁신성장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10년간 5,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이와 관련해 산학연 연구자로 구성된 무인 이
동체 기술 로드맵 기획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끝나는 2030년쯤에는 우리나라의
무인 이동체 기술 경쟁력이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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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무인 이동체 발전 로드맵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8. 9. 17. 검색)

박재영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ay.park@kmi.re.kr/051-79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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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소 가동

■ 영국 해상에 발전용량 659MW 급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했다.a) b)
- 덴마크 에너지 그룹 외르스테드(Orsted)는 영국의 서북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소인
월니 익스텐션 프로젝트(Walney Extension project)를 오픈했다.
- 영국 서북쪽 아일랜드해의 월니 섬 해안에 위치한 월니 익스텐션 풍력발전소는 축구장 2만개
크기에 해당하는 145 의 해상에 총 87개의 터빈을 건설했다. 터빈은 두 개 종류가 설치되었으며,
높이 195m의 세계 최대크기의 풍력터빈인 8MW 급 MHI Vestas V164터빈 40기와 7MW 급
Siemens Gamesa 터빈을 47기가 설치되었다.

그림 1. 세계 최대 풍력 터빈 규모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windfarm-orsted/worlds-largest-offshore-wind-farm-opens
-off-northwest-england-idUSKCN1LL37G (2018. 9. 12. 검색)

- 월니 익스텐션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659MW 규모이며 이는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는 규모이다. 기존의 최대 규모였던 영국 동해상에 설치된 런던 어레이(London Array) 풍력발
전소(430MW)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월니 익스텐션은 런던 어레이와 비교했을 때 터빈 수를 절반
만 사용하지만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불과 5년 만에 풍력 발전 기술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가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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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풍력발전 시장의 세계 1위인 영국의 성공요인은 풍부한 바람, 얕은 해역과 지속적인
정부지원이다.a) b)
- 외르스테드(Orsted)의 매튜 라이트(Matthew Wright)는 영국의 해상 풍력발전의 성공 요인은 빠른
풍속, 영국 북해와 아일랜드 해의 얕은 해역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 간 영국은 재생에너지와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영국에서 해상 풍력발전은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 월니 익스텐션은 2014년 영국정부로부터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방식의 지원
보조금을 받은 최초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이다. 영국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MWh당 150파운드
(195달러)를 최소한의 가격으로 보장해준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해상풍력 발전 비용은
크게 하락하게 되었으며 2017년 해상풍력비용은 57.5파운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 풍력발전 설비량의 84%(15,780MW)를 11개의 유럽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베트남,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등이 소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발전 시장이며 전 세계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량의 3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28.5%), 중국(15%), 덴마크(6.8%),
네덜란드(5.9%), 벨기에(4.7%), 스웨덴(1.1%) 순이다

■ 우리나라 해상 풍력발전은 아직 크지 않은 규모이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은 매우 크다.c) d) e)
-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은 제주도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2년 첫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규모는 2MW로 연간 700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우리나
라는 현재 2016년 기준 3개소에 12기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발전용량은
35MW로 세계 9위이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2020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풍도 해상에
360MW 규모의 해상 풍력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발전은 전라남도 완도군 해상에
6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울산에 200MW 부유식 해상
풍력 실증단지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GW 급 국내 최대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확대
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까지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확대, 신규 설비용량의 95%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보급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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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블루 이코노미

■ 아프리카에서 블루 이코노미가 주목받고 있다.a)
-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는 아프리카 연합(the
African Union, AU),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와
회원국들의 블루 이코노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블루 이코노미 정책은 1) 의제 설정, 2) 정책 수립 조정, 3) 정책의 국가 소유권 확립, 4) 부문
식별 및 우선순위 결정, 5) 블루 이코노미 정책 수립, 6) 정책 구현, 7)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로
시행된다.
- ECA는 해양관광,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양식업, 해저 채굴 산업, 해양 생물 공학 및 바이오 탐사
등의 해양 산업으로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림 1. 블루 이코노미 정책 개발 절차의 단계

출처: https://www.unec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blue-eco-policy-handbook_eng_1nov.pdf (2018. 9. 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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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GDP에서 블루 이코노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a) b) c) d)
- 중국 해양경제는 2014년 기준 9,62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0%에 해당하며, 미국 해양경제는
2015년 기준 3,20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8%를 차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해양경제가 전체
GDP에 약 20%를 기여했으며, 해양을 접하고 있는 다른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보
인다.
- ECA는 다른 나라가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이익과 수익을 얻는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불법 어업 피해
등으로 인해 매년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 아프리카 블루 이코노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a)
- 블루 이코노미 성장을 위해 거버넌스, 해양 보안, 해적과 테러 문제,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지속가능성,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수산분야 경제 협력, 해양플랜트 수주 등에서 아프리카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 참
여하고 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협력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 R&D 성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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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지속에 따른 ‘기회’와 ‘위협’
■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출국 중국,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입국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
되고 있다.a)
- 미국이 지난 7월 6일 00시,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고,
중국은 이에 보복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8월 23일 추가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장기전 양상에 돌입하고 있다.
- 이러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수산물 교역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양국 간의 거래 비중 역시 높아, 해당 국가 간의 수산물
관세 인상은 세계 수산물 교역환경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수산물 수입 및 양국 간 비중 변화

미국

중국

주: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050800류, 051191류, 121221류, 121229류, 130231류, 1604류, 1605류,
230120류, 250100류의 합을 의미함
출처: ITC(자료 검색 : 2018년 9월 11일)

■ 양국 간 교역에서 미국은 가공품, 중국은 냉동 원물을 중심으로 수입해왔다.b)
- 지난 3년간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틸라피아, 대구,
연어 등의 냉동 피레트(0304류)를 비롯하여 조제보존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의 가공품(1605류),
조제보존 어류 및 캐비아 대용물(1604류)을 수입한 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냉동 연어 및 넙치류
(0303류), 어분(230120류)을 주로 수입해왔다. 즉,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품 중심의 수입 구조를
지닌 한편,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냉동 원물 중심의 수입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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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제3국에게는 미국으로 가공품 수출을, 중국으로 원물 수출을 각각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표 1. 양국간 HS CODE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2,748

2,696

2,831

합계

1,289

1,252

1,526

03

1,991

1,973

2,025

03

1,080

1,028

1,315

(0304)

(1,471)

(1,345)

(1,329)

(0303)

(731)

(645)

(858)

(0307)

(237)

(293)

(303)

(0306)

(224)

(285)

(292)

(0306)

(68)

(12)

(17)

(0307)

(97)

(65)

(119)

050800

4

3

3

050800

0

0

0

051191

8

7

5

051191

2

4

3

121221

27

23

17

121221

0

0

0

121229

3

3

4

121229

0

0

0

130231

6

4

6

130231

0

0

0

1604

254

231

260

1604

0

1

2

1605

448

447

498

1605

2

4

3

230120

0

0

0

230120

172

182

160

250100

6

5

12

250100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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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수입액

중국의 對미국 수입액

주: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050800류, 051191류, 121221류, 121229류, 130231류, 1604류, 1605류, 230120류,
250100류의 합을 의미함
출처: ITC (2018. 9. 11. 검색)

■ 태국, 베트남 등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b) c)
- 미국과 중국이 거래해온 연간 수산물 교역 규모(수입 기준)는 약 44억 달러가량으로 세계 수산물 교역
(1,550억 달러)의 약 3%가량을 차지한다1). 해당 시장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주요 수산물
수출국들은 44억 달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양국 간의 관세 인상은 제3의 수산물 수출국들에게는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수출 확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징후는 이미 포착되고 있다. 중국 시장으로는 알래스카 연어 대신 칠레산 연어 수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메인 주의 바닷가재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산 바닷가재로 대체되고
있다.

1) 해당 값은 2017년 수산물 수입액 기준으로 한 값으로,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050800류, 051191류, 121221류,
121229류, 130231류, 1604류, 1605류, 230120류, 250100류의 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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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장에서는 중국산 팡가시우스의 대미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산 팡가시우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냉동 원물 및 가공제품 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태국의 경우 중국,
미국 양쪽 모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내다보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에도 관심 대상이다.b) c) d)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
이 높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모델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은 제3의 對미, 對중
수출국에 반사이익을 미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델이다. 반면, 세계 제
1의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는 중국으로 하여금 태국 등 타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집중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 경쟁력 감소라는 부정적인 모델도 공존한다.
- 한편, 2018년 우리나라의 對미, 對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8월 누적)은 각각 0.1% 감소, 3.5%
증가로 순항 중에 있다. 미･중 무역 전쟁 개시 후인 2개월(7월~8월) 간에는 對미, 對중 수산물 수출이
각각 15.6%, 9.7%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2개월 간 양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증가된 요인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는 이빨고기(전년 동기
대비 199.6% 증가), 중국으로는 게(전년 동기 대비 164.5% 증가)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수출 증대로 보긴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이빨고기
는 전량 원양산으로 월별 수출 등락이 큰 품목이며, 게의 경우 수입재수출 품목이어서 실질적인
수산물 수출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 한국의 對미, 對중 월별 수출 동향

한국의 對미국 수출

한국의 對중국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저자 가공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a) b) c) d) e)
- 수산물 교역에 있어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상 및 무역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3의 수산물 수출국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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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에 거래되던 수산물이 태국 등 타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 우리 수산물 수출에 있어 중국과 미국은 제2위, 제3위 수산물 수출 대상국이고, 태국은 제4위 수산물
수출 대상국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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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514805/live-updates-trump-says-hes-prep
ping-more-china-tariffs (2018. 9. 11. 검색)
b) http://www.china.org.cn/business/2018-09/10/content_63366666.htm (2018. 9. 11. 검색)
c)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vietnam-upbeat-on-pangasius
-exports-to-us-china-as-trade-war-looms-large (2018. 9. 11. 검색)
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7/27/thailand-hopes-to-benefit-from-us
-china-trade-war/ (2018. 9. 11. 검색)
e) http://www.nationmultimedia.com/detail/business/30352522 (2018.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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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학교로’, 학교 급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알래스카는 학교 급식에 지역 수산물을 제공하는 ‘물고기를 학교로’(Fish to School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a)
-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먹거리 생산체계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들이 선
택하는 음식이 어떻게 건강, 지역경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섭취함으로써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 현재 알래스카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약 53,400여 명으로 일일 식사량의 절반을 학교에서
섭취하고 있다. 기존에 급식 메뉴로 제공되는 핫도그 등의 가공식품을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수산
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의 비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할 수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수산물을 직접 급식 식재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수산
물을 요리하는 등 체험 위주의 커리큘럼도 제공하고 있다.b) c)
- ‘생선은 맛있다(Fishlishous!)’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래스카에 위치한 6개 학교에 한 달에
두 번 알래스카산 수산물을 메뉴로 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태어나 식탁에 오르기까지(Stream to Plate)’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제공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이해하고, 생물학자와 함께 직접 물고기를 해부해보며, 요리사와 같이 음식을 만들어보
는 체험을 한다.
-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먹는 생선이 어떻게 생산･가공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
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알래스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이 형성된다.
- 이외에도 학생들의 수산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레시피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로는 연어 데리야끼, 생선타코 등이 있으며, 미국 농무부의 레시피 추천 웹사이트1)에
레시피를 게재하고 있다.

1) https://whatscooking.fn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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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sh to Schools’ 커리큘럼

물고기 해부하기

어부 아저씨께 감사카드 쓰기

어부 아저씨와 점심 같이 먹기

연어 요리하기

출처: http://d3n8a8pro7vhmx.cloudfront.net/sitkawildorg/legacy_url/229/F2S_BriefingSheet_12_11_web.
pdf?1411505666, https://sitkalocalfoodsnetwork.org/tag/blatchley-middle-school/ (2018. 9. 4. 검색)

■ 이 프로그램은 알래스카 정부의 예산 확보, 법률 정비를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a)
- 알래스카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산물 등의 지역 식재료를 학
교급식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향후 학교복지계획(School Wellness Plans)
을 통해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지역 식재료의 의무 사용화를 도입할 예정이며, 예산 또한, 정부 조달
재원 외에 기부 등을 통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참고자료

a) http://dnr.alaska.gov/ag/FarmToSchool/FISH2SCHOOL.pdf (2018. 9. 5. 검색)
b) http://d3n8a8pro7vhmx.cloudfront.net/sitkawildorg/legacy_url/229/F2S_BriefingSheet
_12_11_web.pdf?1411505666 (2018. 9. 5. 검색)
c) https://sitkalocalfoodsnetwork.org/tag/blatchley-middle-school/ (2018. 9. 5. 검색)
d) https://education.alaska.gov/tls/cnp/pdf/TFDFG_DonatedFoodsWeCanAccept.pdf
(2018. 9.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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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 분야 R&D 필요
■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a) b)
- 매년 최소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투기되고 있으며, 현재 약 1억 5,000만 톤의 플라스틱
이 바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플라스틱은 바다 안에서 작게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5mm
이하), 나노플라스틱(1-100nm)이 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다 면적 1km2 안에 약 10,000
개에서 100,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류나 어패류에 축적되어 먹
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그림 1. 플라스틱 뚜껑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출처: J L Lavers, A L Bond, Proc. Natl Acad. Sci, 2017, 114, 6052, DOI:10.1073/pnas.1619818114 (2018.
8. 31. 검색)

■ 전 세계적으로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대 안 쓰기’ 운동 등이 펼쳐지고
있으나,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산업에 쓰이는 어구이다.c) d)
- ‘빨대 안 쓰기’ 운동은 2015년 바다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박혀있는 영상이 퍼지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만 하루에 5억 개의 빨대가 사용되어 버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빨대 사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바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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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바다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10%를 차지하는 것은 폐그물로 어구 폐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매년 폐어구는 약 64만 톤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 심지어 유령어구(ghost fishing gear)라 불리는 바다 속 폐어구들은 직접적으로 수산생물에 엉켜
죽음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버지니아 해양과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125만 마리의 블루크랩이 버려진 통발(crab pots) 안에 갇혀 죽는다고 한다.

■ 수산 분야도 생산부터 소비까지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어구
도입, 포장재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c) d)
-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은 슈퍼마켓에서 쓰이는 수산물 포장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R&D를 시행 중이다. 플라스틱을 대신해 나무섬유와 게 껍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생분해될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연간 버려지는 갑각류의
껍질은 약 600~800만 톤에 달한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참고자료

a) https://www.weforum.org/reports/the-new-plastics-economy-rethinking-the-future
-of-plastics (2018. 8.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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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신기술로 생산량과 부가가치 증가 기대

■ 수산업은 2차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생물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할 동기와 여력이 부족하였다.
- 수산업에서 산출되는 생물은 규격화할 수 없고, 생산 환경을 일정하게 통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2차
산업에서 산출되는 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아 생산성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 그러나 최근 식량안보, 식량위기 등 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의 생산성과 유통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양식수산물 생산과정의 주요 위협요인 중 하나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사료에
투입하여 급이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a)
- 수산물 양식 경영에서 전염병은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마다 전세계 양식장에서는 200억
달러(약 21조 원)의 어류가 전염병으로 인해 폐사하고 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 때문에 양식장
들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양식 어류 개체 하나 하나에 백신을 주사하는 방
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수십만 마리를 키우는 양식장에서 백신주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 시
간에 수백 마리를 접종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 예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 미국의 백씨(VakSea)사는 최근 백신의 단백질을 생산하여 펠렛(pellet, 사료알갱이)에 삽입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양식업체들은 기존의 사료를 필요할 때에 백신사료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어, 백신 주사방법과 같은 추가적인 인건비 없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에서 가장 큰 수산 관련 연구소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노피마(Nofima)에서는 분광
학을 이용하여 생선 품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b)
- 이는 정밀조명측정기(advanced light meter)를 사용하여 생선 내부의 혈액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생선에 빛을 쏜 후 얼마나 많은 빛이 다시 반사되는지에 따라 남아있는 혈액의 양을 계산하는 원리이다.
노피마는 이러한 정밀조명측정기가 2019년 상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사실 생선 근육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에 따라 생선 필렛의 색깔이 달라지지만, 생선의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는 흰살 생선의 필렛이 흴수록 더 선호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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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생선을 필렛으로 만들기 전 내부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면
필렛회사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 또한, 지금까지 수산물가공회사는 매입한 생선의 일정비율을 혈액량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했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한 양보다 20~25% 더 많은 원물을 구매하여 문제를 해결했는데,
분광학을 이용하면 혈액량을 미리 측정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 어류의 활용도를 증가시켜, 수산물가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정밀조명측정기를 이용한 혈액량 측정

출처: Nofima, The Fish Site에서 재인용

이지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leeje@kmi.re.kr/051-797-4554)

참고자료

a) Successful Farming, ’Start-Up Spotlight : VAKSEA’, 2018.07.02., https://www.agri
culture.com/technology/livestock/start-up-spotlight-vaksea (2018. 9. 12. 검색)
b) The Fish Site, ’Shedding light on fish fillet quality’, 2018.01.24., https://thefishsite.
com/articles/shedding-light-on-fish-fillet-issues (2018.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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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라벨링 오류, 고의인가 실수인가?

■ 수산물 라벨링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기준이 된다.
- 수산물 라벨링이란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의 종류, 원산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
는 것을 뜻한다. 수산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슷한 겉모습을 가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세부 어종별로 구분하거나 원산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산물 라벨링은 소비자가 수산
물을 구매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비자는 비슷하게 생긴 넙치와 가자미를 구분하거나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알고 싶다면 전적으로 라벨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격차 때문에 수산물 라벨링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를 가진 수산업 종사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캐나다 주요 5개 도시 내 식당과 상점에서의 수산물 라벨링 표시 오류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 해양 관련 시민단체인 오시아나 캐나다(Oceana Canada)의 최근 보고서인 ‘캐나다에서의 수산물
사기 및 라벨링 오류(Seafood Fraud and Mislabelling Across Canada)’에 따르면, 특히 라벨링
표시 오류의 75%가 값싼 어종를 더 비싼 어종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에서는 식당과 상점의 주인들 역시 최종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오류
들을 '사기'로 구분했다.

■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씨투테이블(Sea
to Table)사는 고의적인 라벨링 오류로 기소당한 상태이다.b)
- 그동안 이 회사는 지역 어업인으로 부터 어류를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홍보하면서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에 수산물을 공급해왔다.
- 그러나 씨투테이블사는 양식으로 생산하거나 금어기에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로컬’이나 ‘자
연산’이라는 단어로 마케팅하며, 원산지 등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씨투테이블의
공급망 내 어획단계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인권 침해 및 환경적 학대
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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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시아나 캐나다의 수산물 라벨링 관련 보고서 및 내용

출처: 오시아나 캐나다 홈페이지

■ 중국에서는 최근 무지개송어를 ‘연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c)
- 중국수산물가공마케팅연합(China Aquatic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Alliance)이 발
표한 기준에 따르면, 상점에서는 무지개송어에 대한 라벨링을 ‘연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대부분(80%)이 이러한 기준
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에서 ‘연어’라는 이름은 대부분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심해 연어를 언급할 때 쓰인
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통되는 무지개송어는 대부분 칭하이-티베트 고원의 담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지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leeje@kmi.re.kr/051-79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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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C, ’Widespread mislabelling of seafood reported in cities across Canada’,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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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HINE, ’Consumers react as trout categorized as salmon’, 2018.08.21., https://w
ww.shine.cn/news/metro/1808210775 (2018. 8. 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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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양식이 가져오는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한 양식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a) b)
-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성장하다보면, 환경수용력의 임계치에 도달해
식량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은 출발하고 있다.
- 월드뱅크(The World Bank)에서는 이 지속가능성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 및 지역사회 부문에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양식 생산성만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적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양식 인증
을 받아 판매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베트남,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기존의 양식 체질을 개선하다.c) d)
- 베트남에서는 메콩 강 삼각주에서 행하는 기존의 새우양식법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상품가
치를 향상시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의 MAM(Mangroves and Markets)으로,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도 MAM를 통한 에코
(Eco) 새우양식을 장려하고 있다.
- 베트남의 새우양식장 총 면적 62만 헥타르 중 집약형 새우양식장은 10% 미만이지만, 전체 생산
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양식 밀도가 매우 높아 오염물 배출량이 많다. 그리고 양식면적을 확보
하는 과정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제거하여 지반이 침식되고, 양식장 내 적정수준 염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지하수 취수로 인한 삼각주 지반 침하와1) 주변 수역의 염도 상승 때문에 벼농사에도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공존하거나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반면 에코(Eco) 새우양식인 MAM의 경우, 집약형 양식보다 사료급이, 오물처리, 약물 투여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가 용이하고, 양식구역의 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새우의 거주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에코(Eco) 양식장에서 생산한 새우는
독일 인증기관인 네이처랜드(Naturland)의 유기농 인증을 받으며, 현재 5개 대륙의 160여개 국가

1) 2017년 9월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정부 고위직 공무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메콩강 삼각주는 2010~2015동안 5~
10cm가 침하되었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10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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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에코(Eco) 새우양식으로 생산한 새우와 마케팅 단계를 밀접하게 연결해
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친환경 양식 인증 취득으로 판매시장을 확대하다.e) f) g)
- 친환경 양식 인증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여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본원적
목적도 갖고 있지만,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수
산물 가공업체가 자금을 조달하여 새우양식 조합원들이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다. 호치민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회사 아우 붕 씨푸드(Au Vung
Seafood)는 소비자들의 품질 높은 수산물 요구에 대응하고, 미국과 유럽으로 판로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자금 조달 동기를 밝혔다.
- 그리고 ASIC(Asian Seafood Improvement Collaborative) 인증을 받은 태국산 새우가 미국시
장에 진출함에 따라 동남아지역의 친환경 양식 인증 취득에 대한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ASIC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든 첫 양식 인증제로, 완전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면서도 환경과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새우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 이처럼 친환경 양식 인증제 도입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GAA(Global Aquaculture
Alliance)의 우수양식기술(Best Aquaculture Practice, BAP)2)을 예로 들 수 있다. BAP 인증
건수는 2017년 말 1,819개에서 2018년 6월 기준 2,079개로, 약 6개월 만에 14.3%가 증가하였다.
인증 대상은 양식장(1,343개), 가공공장(411개), 부화장(212개), 사료공장(113개)으로 매우 다양
하다.

■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안정적으로 사회와 환경을 유지하려는 지속가능한 양식과, 이를 실천하는 수단인 친환경 양식 인
증제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련된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
마케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양식장의 저질 관리, 친환경적인 생산과정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채령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chaelee@kmi.re.kr/051-797-4917)

2) 우수양식기술(BAP)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절인 제3자 양식인증 프로그램이다. 이 인증은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식품안전, 동물 건강과 복지, 추적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평가한다.(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
ection=1&category=136&item=&no=23237, 2018.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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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최적화된 자원관리 방안으로 대응 가능

■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연구1)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진행되더라도 어종별 최적화된 자원관리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a)

b)

- 기후변화는 수산자원의 생산성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어종별
어획량을 최적 수준으로 관리하면 비교적 현실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6.0) 하에서도 2100
년의 이윤, 어획량, 자원량을 현재수준보다 각각 27%, 19%, 29%씩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대표농도경로(RCP)2) 시나리오 중 RCP 6.0(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되는 경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2.2℃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또한, 자원별로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획량 관리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외의 모든 수산자원에 대해 최적어획량 수준으로 관리하는 완전
적응(Full Adaption)의 경우와, EEZ 내의 자원만 관리하는 생산성 적응(Productivity Adaption),
EEZ 외의 자원만 관리하는 범위 변동 적응(Range Shift Adaption), 그리고 모두 관리하지 않은
무적응(No Adaption) 등으로 나누었다.
- 이러한 자원관리 시나리오에 따라, 완전 적응 시나리오 하에서 2100년 이윤, 어획량, 자원량은 무적응
시나리오 대비 154%, 34%, 60%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수산자원은 915종(단일 및 복합어종 포함) 가운데 완전
적응 시나리오 하에서 자원량, 어획량, 이윤이 증가하는 어종이 각각 65%, 38%,
49%인 것으로 나타났다.a)
- 반면 나머지 3개 시나리오 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분석에서 제외된 기후변화의 간접적 영향과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생산성은
연구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이 모든 어업종사자들에게 균등
1) Gaines et al.(2018),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could offset many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Science Advances, 4(8)
2)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미래 온실가스 농도 값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여부에 따라 RCP
2.6, 4.5, 6.0, 8.5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사회･경제 분야별 기후변화 정책 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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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a)
- 특히 남･북 회귀선 인근 지역에서는 완전 적응 시나리오 하에서도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1. 시나리오별 자원량, 어획량, 이윤 증감률(2100년)

출처: Gaines et al.(2018),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could offset many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자원관리 조치가
필요하다.c)
- 지난 46년 간(1968~2013년) 전 세계 평균 수온은 0.37℃ 상승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19℃ 상승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최적어획량 수준의 자원관리 방안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강한애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ha0908@kmi.re.kr/051-797-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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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ines et al.(2018),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could offset many negative effe
cts of climate change, Science Advances, 4(8) (2018. 9. 7 검색)
b)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aug/29/fish-populations-could-rise
-even-with-extreme-climate-change-study-shows (2018. 9. 7 검색)
c)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5), 관계부처 합동 (2018. 9.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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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의 조미김 관세 코드 변경 결정에 따른 수출
유의 사항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 Organization, WCO) HS위원회, 조미김 코드 분류를
논의하다.a) b)
- 세계적으로 조미김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류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미김에 대한 HS
코드는 국가별로 각기 적용되고 있던 실정이었으나, 향후 WCO에 의해 통일된 기준(HS
2008.99)이 적용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조미김 코드(HS 4단위 기준)는 크게 2008류나 2106류로 분류되어 왔다. 예컨대 우리
나라와 일본은 2106류로 분류하는 반면, 중국과 대만은 2008류로 분류해왔다.1)
- 이에 국제적으로 조미김 코드 분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WCO 제60차 HS위원회(’17.10
월)에서 태국 등은 조미김 코드를 HS 2008.99호 분류를 요청하였고, 제61차 HS위원회(’18.3월)
회의에서 2008.99호가 조미김 HS 코드로 최종 승인된 것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 변경된 조미김 코드를 적용하다.c)
- WCO 결정에 따라 조미김 코드가 2008.99호로 최종 승인된 후, 태국, 베트남 등은 조미김
수입시 기존 2106.90호에서 2008.99호로 수입 신고 의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이에 이들 국가로의 조미김 수출을 위해서는 변경된 코드로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관세가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태국 등 ASEAN 국가에 대한 조미김 수출, 한·ASEAN FTA 상호주의 제도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d)
- 한국과 ASEAN 10개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추진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어 상품 교역에 있어 FTA 양허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ASEAN
FTA 협상에서 조미김에 대해 한국의 경우 민감 품목으로 양허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일반
품목으로 양허하였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FTA 협정에 의해 태국과 베트남이 조미김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국이 조미김을 민감 품목으로 양허한 만큼, 태국과 베트남은 한･ASEAN FTA 상호주의 제도
로 인해 수입되는 한국산 조미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별 조미김 코드: 한국(2106.99.4010), 일본(2106.90.298, 2106.90.401), 중국(2008.99.31), 대만(2008.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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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상호주의 제도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 배제 가능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6개국)에서 상호주의 제도 운영

■ ASEAN 중 양자 간 FTA 체결국(예: 베트남)에 대한 조미김 수출, 유리한 협정을 활용해야
한다.e)
- 일례로 ASEAN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과는 한･ASEAN FTA 이외에 2015년 12월 20일 양국 간
FTA를 발효한 바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ASEAN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은 조미김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함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무관세로 베트남에 조미김을 수출할 수 있다.2) 따라서 베트남으로의 조미김 수출 시에는 한･
ASEAN FTA가 아닌, 한･베트남 FTA 따른 양허세율 적용이 적절하다.
- 이처럼 향후 조미김 수출과 관련해 HS 코드 변경에 대한 수출자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상건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glee@kmi.re.kr/051-797-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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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 양허표에서 HS 2008류와 2106류 모두 2018년 이후 모든 관세가 철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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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인증에 대한 세계 소비자들의 인식 및 수요 증대

■ MSC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인증 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a)
-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무분별한 수산물 남획에 대처하고 전 세계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 MSC는 ‘자원보호 규정 준수’, ‘환경 영향 최소화’, ‘자원보호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효율적 기업관리’
등 3대 원칙과 남획금지를 포함한 28개 세부기준을 준수한 수산업체의 제품에 MS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MSC 인증은 현재까지 35개국 약 300여 개 업체에 부여되었으며, 세계 어획수산물의 12%가
MSC 인증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 하지만 구매시 어떤 제품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어획되고 판매되는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MSC 인증 라벨

그림 2. MSC 인증 제품

출처: MSC 홈페이지(https://www.msc.org/home) (2018. 9. 10. 검색)

■ 전 세계 소비자들의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b) c)
- 국제 소비재 회사 유니레버(Unilever)는 5개국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시 지속 가능성
에 대한 인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분의 1이상(21%)이 포장
및 마케팅에 있어 지속가능성 인증을 명확히 밝히면 적극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더불어 MSC의 의뢰로 조사기관 GlobeScan을 통해 22개국 2만 5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중 72%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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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인증 라벨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는 소비자도 37%로 2016년(32%)보다 증가했다.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소비자가 해양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을 어획하
는 것에 동의하고 구매의사를 밝혔다.
- 또한, 세계적인 호텔체인 힐튼, 하얏트 등과 맥도날드,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미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만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도 MSC 인증 제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d)
- 올해 초 우리나라 기업 삼진어묵이 어묵으로는 국내 최초로 MSC 인증을 획득했다. 삼진어묵이 인증
받은 제품은 고급 찐 어묵인 ‘문주’로 MSC 에코라벨이 부착된 미국산 명태 수리미(Surimi)만을 원료
로 사용해 만들어졌다.
-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오뚜기SF 등 40여개 기업이 MSC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MSC
인증 라벨을 부여받아 지속가능 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최근 부경대 세계수산대학원과 MSC 한국사무소 주최 하에 국내에서 MSC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MSC 런던본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 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MSC 인증 프로그램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MSC 인증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수산식품도 MSC 인증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호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nhkim@kmi.re.kr/051-79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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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 세계적으로 양식 새우 공급 증가 예상, 제품 다양화
등의 노력 필요
■ 2018년 새우 가격,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급락하였다.a) b) c)
- 2018년 상반기, 새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급락하였다. 네델란드 은행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
르면 새우 가격 하락세는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가 둔화되고, 세계적으로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작
되었다고 한다.
- 전 세계적으로 양식 새우 생산국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 에콰도르 등 공급이 크게 늘었다. 이들
국가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양식 새우 생산량은 350만 톤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전 세계 새우 생산량(2008~2018)

주: 1) 원자료 출처는 NFI, GSMC Miami Rabobank 2018
2) 2018년 생산량은 잠정치임
출처: Thefishsite(https://thefishsite.com/articles/why-shrimp-producers-must-learn-from-salmon-sector
(2018. 9. 13. 검색)

- 이러한 공급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도의 경우 주 생산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의에서는 생산량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구자라트, 오디샤, 서벵골과 같은 새로운 지역
에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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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새우 양식국 중 하나인 에콰도르에서는 10만 ha에 달하는 새우 양식장에 전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자국 내 새우 양식장은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전기 공급과 같은 시설 개선이 될 경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지막으로 순환여과식 양식장의 증가는 새우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일례로, Sino Agro
Food는 중국에서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간 징거미새우 25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 2020년 양식 새우 생산량은 현 수준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어처럼 상품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a)
- 라보뱅크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새우 생산량은 2017년(303만 톤)보다 20%가량 증가한 364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15만 톤이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며, 나머지 베트남(10만
톤), 인도네시아(8만 톤), 에콰도르(7.5만 톤), 중국(6만 톤), 태국(4만 톤) 순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새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대량 폐사의 주 원인인 조기치
사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우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주요 양식국들은 양식 연어가 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던 것처럼 제품 다각화,
수요처 다변화 등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강경희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hkang@kmi.re.kr/051-7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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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어업위원회, 2018년 제4회 연차회의 결과

■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는 북태평양 어업자원보존을 위해 설립된 지역어업관리
기구이다.a)
- 북태평양어업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는 북태평양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동 위원회는 2015년 7월에 발효된 ‘북태평양에서의 공해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가칭
‘북태평양어업자원보존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 어업관리기구이다.

■ 북태평양어업위원회에는 북위 20도 이북의 북태평양 공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b)
- 태평양어업위원회는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동 위원회의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 바누아투의 8개국이며, 위원
회의 관리 대상수역은 대략 북위 20도 이북의 북태평양 공해이며, 관리대상 어종은 꽁치, 고등어류,
빨강오징어 등(참치류, 연어･송어 등 타 조약 대상자원은 제외)이다.

그림 1. 북태평양어업위원회 관리대상 수역

출처: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attach/pdf/180625-1.pdf (2018.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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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렸던 제4회 연차회의에서는 다음의 4가지 내용들이 협의
되었다.c)
- 첫째, 꽁치의 자원관리로서 연안국의 수역과 공해로 나누어 수량관리 제도의 도입과 기타 자원관리
조치(해상투기금지, 소형어의 어획억제 등)가 제안되었는데, 어획량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았으나 도입시기를 둘러싼 의견이 있어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타 자원관리조치는 현행
자원관리조치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둘째, 고등어류 자원관리로서 고등어 자원관리조치의 도입 전제가 되는 자원평가의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원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셋째, 저서어류의 자원관리로서 Emperor seamount chain의 저서어류에 대해서 당분간 어획을
억제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명되면 어획량을 증가시킨다는 자원관리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되었다.
- 마지막으로, IUU 어업 대책으로 IUU 어선 리스트에 새롭게 4척의 어선을 추가하여 모두 27척의 IUU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공해 승선검사의 실시규칙이 마련되었다.

■ 북태평양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강화
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 및 자원조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
를 어업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관리 분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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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분시장의 블랙홀, 중국발 어분 수급 대란 가능성
예의주시해야
■ 중국의 어분(fish meal) 수입, 지난 1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a)
- 중국의 세관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어분 수입량은 157만 톤으로 2005년 158만 톤이 수
입된 이후 1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페루에서 어분 원료인 멸치(Anchovy) 생산
이 감소 추세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고, 중국 내 어분 수요도 견고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 중국은 양어용 및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는 어분의 최대 수입국이다.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118만 톤의 어분을 수입해
왔다.

그림 1. 연도별 중국의 어분 수입량 추이

주: 원자료 출처는 Chinese customs 및 International Trade Center, HS Code 230120
출처: Undercurrentnews(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2/22/chinese-fishmeal-imports-hit12-year-high-price-forecast-mixed/, 2018. 9. 14. 검색)

■ 중국은 어분 수입의 절반 이상을 페루에 의존하나, 최근 페루의 어분 생산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급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된다.a) b)
- 2017년 중국으로 수입된 전체 어분의 56%인 약 88만 톤(12억 9천만 달러)이 페루로부터 수입되
었다. 페루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국가들은 베트남(8.4%), 미국(6.5%), 칠레(4.5%), 에콰도르
(3.9%), 러시아(3.6%) 등으로 페루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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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페루는 지난 1993년 약 234만 톤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어분을 생산한 이후 연도별로 증감
을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확연한 생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라니냐1)
영향으로 멸치 생산이 급감하는 사태를 주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참고로 국제 어분시장에서 페루산 슈퍼프라임 등급의 어분이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국
가들의 어분에 비해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국의 경제성장, 소비자 식습관의 고급화로 향후 축산물과 수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 양식업･축
산업에서의 어분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페루산 어분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매우 클 것이나, 페루의 멸치자원 관리 및 어획규제 강화, 라니냐 등 심각한 이상기후 등에
따라 어분 생산량은 급변할 수 있어 향후 국제적인 어분 수급 대란 사태가 조심스럽게 예견된다.

그림 2. 연도별 페루의 어분 생산량 추이

주: 검은 선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어분 생산량 시계열의 추세선임
출처: Indexmundi(https://www.indexmundi.com/agriculture/?country=pe&commodity=fish-meal&graph
=production/, 2018. 9. 14. 검색)

■ 우리나라의 어분 수입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가운데, 중국발 국제 어분시장 수급 대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최근 우리나라의 어분 수입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어분 수입량은 약
5만 톤, 수입액은 약 8,400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8년 대비 수입량은 38.0%, 수입액은
102.7%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어분의 1kg당 수입단가도 1.15달러에서 1.69달러로 46.9%
상승하였다.
- 어류양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양어용 사료이며, 그 원료가 바로 어분이다. 이를 감안
한다면 안정적으로 어분을 수입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하는 노력은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1) 라니냐(La Niña)는 ‘여자 아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로, 열대 지방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수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열대 중부지방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에 비해 섭씨 0.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될 때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B%8B%8
8%EB%83%90), 2018.09.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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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양식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양식 수산물의 소비 확대 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어분을 국내 자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분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는 어분의 주요 생산국인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과의 긴밀한 수산협력이 중요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미국, 태국, 덴마크 등 어분을 생산･수출하는 국가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어분 수입실적 추이

그림 4. 우리나라 어분 수입단가 추이

주: HS 코드 2301201000(어류의 고운 가루･거친가루･펠릿)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이헌동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팀장
(lhd7729@kmi.re.kr / 051-79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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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치를 넘어선 고등어·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급상승
■ 일본 내 고등어 통조림이 참치 통조림의 생산량을 넘어서다.a) b)
- 일반적으로 식탁에 오르는 생선 통조림이라 하면 참치 통조림이 대표적이었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고등어에 대한 건강 효능이 알려지면서 고등어 통조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통조림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참치 통조림을 제치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 통조림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 일본통조림레토르트식품협회((日本缶詰びん詰レトルト食品協会)에 의하면 일본 내 고등어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의 생산량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로, 2016년부터 고등어 통조림이 참치
통조림을 제치고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고등어 통조림 생산량은 참치
대비 약 15% 더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등어 통조림은 2만 5,401톤에서 3만 8,977톤으로 50%
이상 증가한 반면, 참치 통조림 생산량은 동 기간 4만 5,561톤에서 3만 3,945톤으로 25% 감소
했다.

그림 1. 최근 5년 간 수산물 통조림 생산 추이

출처: 일본통조림레토르트식품협회((日本缶詰びん詰レトルト食品協会)

■ 고등어 통조림의 인기 상승 원인에는 언론매체의 영향이 컸다.b) c)
- 고등어는 대중어로서, 특히 보관을 위해 통조림으로 가공할 만큼 진귀한 음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일본 내 고등어 통조림이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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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등 고등어의 풍부한 영양성분이 알려지면서부터며, 고등어 통조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거듭 소개되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된 것으로 유통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 일본의 최대 요리레시피 사이트인 쿡패드(Cookpad) 관계자에 의하면, 고등어 통조림을 활용한 레시피
건수 및 검색 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6월, 고등어 통조림 레시피 검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내 고등어 통조림은 참치 통조림과 비교해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맛과 용도가 세분화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일반 참치 통조림과 같이 양념 없이 삶은 살코기를 담은 제품 이외에도
된장이나 간장으로 양념한 제품, 올리브 오일로 담근 제품, 카레소스로 버무린 제품 등 시중에는
100종 이상의 제품들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 맛뿐만 아니라 용도별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요리용으로 쓰이는 제품, 조리할 필요 없는 일품
요리용 제품, 주류와 어울리는 가정용 술안주용 제품 등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다양화하고 있다.

■ 고등어 통조림의 판매 급증에 따라 원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d) e)
- 이러한 고등어 통조림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슈퍼 등 대형 마트에서는 상품이 부족한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각 업체들의 고등어 통조림 판매량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산 대기업 마루하 니치로(マ
ルハニチロ)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니혼수산(日本水産)은 4~6월기에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7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각 업체들은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에 들어갔다. 니혼수산은 올해 생산 수량이 2016년 대비
2.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극양(極洋)은 작년 가을 무렵부터 증산을 결정했으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올해 봄부터 제조 위탁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여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수요 증가에 따라 원료 가격의 급등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
어의 어획량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였으나 자국 내 고등어 통조림의 수요 확대와 수출용 냉동
고등어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마루하 니치로에서는 2018년 9월 1일
부터 33개 품목에 대해 평균 약 10%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 영양가는 고등어와 비슷, 가격 경쟁력 높은 정어리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f)
- 한편 고등어 유행에 이어 정어리 통조림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루하 니치로에 따르면
정어리 통조림 시장 증가율(4~7월기)이 65%에 달해 고등어 통조림의 증가율(52%)을 추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요리 사이트에서도 '정어리 통조림'의 검색 빈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최근 정어리 통조림이 요리 재료로써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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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어리는 금년 홋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
비스센터에 따르면 일본 전국 주요 어장에서 8월말까지의 정어리 누계 어획량은 22만 7,092톤이
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 5% 감소했으나,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0%가 많은 상황이다.
-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DHA 함유량은 고등어가 100g당 1,300㎎, 정어리가 1,200
㎎로 고등어에 비해 정어리가 다소 부족하지만, EPA 함유량은 고등어는 930㎎, 정어리는 30%
많은 1,200㎎이 함유되어 있다.
- 마루하 니치로에 따르면 당사 통조림 상품을 비교해보면 '정어리 소금구이'는 '고등어 소금구이'
보다 DHA 및 EPA 함유량이 많다고 밝혀, 고등어 이상으로 영양성분이 풍부한 정어리가 향후
보다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 향후 對일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통조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별도 손질이 필요 없어 먹기
편리한 통조림이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향후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조림 등 조제 및 보존 처리된 어류 및 어란은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對일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일본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 분위기에 따라 고등어 통조림과 같이 비슷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
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 식품 또는 기존 수출 제품 중에서도 최근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
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제품이 출시된다면, 우리나라 업계도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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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물류산업 발전으로 수산물을 포함한 중계무역 발전 기대
■ 관세가 없는 홍콩, 가공식품 교역의 90% 이상이 '수입 후 재수출'로 중계무역이 활발
하다.a)
- 홍콩은 국제적인 중계 무역항으로서 역사적으로 세계시장 진출의 창구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인접 지역인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 및 소비 부상으로 유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 홍콩 내에서는 즉석 면류, 과자와 케이크 등 식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작은 부지로 인해 생산량이
적고 물량의 대부분은 홍콩에서 내수로 소비된다. 이외에 수산물을 포함한 다른 가공식품의 중계무역,
즉 '수입 후 재수출'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홍콩 무역발전국(香港貿易發展局)에서 발표한 “가공식품 및 음료업 개요(香港加工食品及饮料业概
况)”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홍콩의 가공식품 및 음료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371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90% 이상이 '수입 후 재수출'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내륙은 홍콩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액에 36.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대만(27.1%), 아세안
(17.5%) 등의 순으로 홍콩의 가공식품 교역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밝혔다.
- 최근 유럽, 미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조미 간장과 굴 소스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홍콩 무역발전국은 전망하고 있다.

표 1. 2018년 상반기 홍콩의 가공식품 및 음료 수출
(단위: 억 홍콩 달러, %)

2016
구분

2017

2018년 상반기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전체

608.73

16

687.82

13

370.55

19

홍콩산

39.01

1

46.19

18

19.47

14

수입 재수출

569.72

17

641.62

13

351.08

19

수입 재수출 중
중국산

76

6

85.62

13

40.58

14

출처: 홍콩 무역발전국, 「가공식품 및 음료업 개요(香港加工食品及饮料业概况)」, (2018.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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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홍콩 전체 수입 수산물의 40% 이상이 '재수출'로 예상된다.d)
-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수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기준 홍콩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3,806백만 달러의 수산
물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40% 이상이 재수출 된 것으로 추정된다.
- 홍콩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이며, 한국은 홍콩의 제17위 수입국으
로 2016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5,435만 불을 수입하였다. 상위 10개 수입 품목은 새우, 해삼, 전복
등이며, 이들 품목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홍콩의 상위 10대 수산물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전체

3,689

3,611

3,806

1

새우

463

417

449

2

해삼

301

278

297

3

가리비

259

269

279

4

전복

270

273

247

5

연어

190

162

187

6

게

245

184

176

7

상어

115

127

143

8

잉어

104

156

127

9

오징어

120

103

120

10

바닷가재

77

74

82

자료: GTA, (2017. 12. 21. 검색)

■ 물류산업 발전으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중계무역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b) c)
- 교역의 기반인 물류산업도 홍콩의 중계무역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물류산업 GDP가
전체 GDP에 3.2%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최근 홍콩 공항 활주로
신설 및 대교 개통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다.
- 특히 중국 내륙과의 교류 강화의 일환인 홍콩, 마카오와 중국 내륙 도시인 주하이(珠海)를 연결시키는
“항주오대교”(港珠澳大橋)는 2018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항주오대교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로 개통
되면 홍콩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이자 중국 주강 삼각주 지역의 경제를 잇는 이른바 ‘대교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다리가 될 것이다.
- 이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홍콩은 마카오와 중국 광동성 등지와의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주강
삼각주 경제권 통합에 따라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對중국 내륙 중계무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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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주오대교 및 홍콩의 對주장강 삼각주 프로젝트

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홍콩-마카오 연결 “강주아오대교” 올해 개통 예정」, (2018. 09. 10. 검색)

■ 홍콩을 통한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8월 누적 기준으로 한국 對홍콩 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3,504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제8위 수출 대상국이다.
- 이 중 세계에서 최대 수산 소비국인 중국, 또한, 최근 소비 확대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으로의 재수
출 물량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류 확산, 경제 성장 및 물류산업 발전 등이 예상되는 홍콩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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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중국 내 해삼 가격 상승
■ 중국, 2018년 여름의 고온 및 태풍으로 해삼 생산에 피해를 입다.a) b)
- 중국 중앙 방송에 따르면, 올 여름 지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중국 해삼 주산지인 산둥성, 랴오닝성에서
해삼 생산이 부진하였다. 게다가 지난 8월 태풍으로 랴오닝성 해삼 양식장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여름 지속적인 고온의 영향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해삼이 대량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해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양식 활 해삼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kg당 124~130위안(한화 약 2만 1,260원)을 기록하고 있다.
- 지난 8월 랴오닝성 전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해삼의 총 피해량은 6.8만 톤, 직접적인 손실액은 68.7억
위안(한화 약 1조 1,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태풍으로 인한 랴오닝성 다롄시 해삼 양식장 피해는 90% 정도로, 이로 인해 8월말 다롄시 해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한 160위안(한화 약 2만 6,200원)을 기록하였다.
- 한편 산둥성 위해지역에서 양식된 큰 전복(마리당 83~100g) 가격은 kg당 180~190위안(한화 약
3만 1,090원)이고, 작은 전복(마리당 38g정도) 가격은 kg당 100위안(한화 약 1만 6,360원)의 가격
대를 보이고 있다.

■ 중국 내 해삼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c)
- 중국은 해삼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최근 해삼 생산 감소 및 소비 확대로 해삼 산업이 황금
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치품 규제로 인해 한동안 주춤했
던 건해삼 소비가 최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해삼(건해삼) 시장 규모는 최근 소비자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2016년 기준 11.5% 증가한 108억 위안(한화 1조 7,660억 원)을 기록하였다.
- 중국 소비자의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지출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해삼은 고급 사치품에서 대중 소비품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해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 중국 내 해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해삼 주산지인 북쪽 지방은 고온,
남쪽 지방은 과도한 양식 등의 문제로 생산에 부진을 겪고 있어 해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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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공급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해삼 수출 증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산물 수입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對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수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국은 중국, 미국, 홍콩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삼(건해삼, 자숙해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對세계 해삼 수출액은 1,248만 불(한화 약 139억 7,380만 원)을 기록하였다.
- 한편 최근 중국 내 해삼 소비 증가 및 생산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해삼
수출에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삼에 대한 對중 수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가 및 업체 차원에서의 사전준비에 더욱 힘써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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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지개송어를 연어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 커져
■ 2018년 5월, 중국에서 판매되는 연어의 상당수가 송어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a)
- 소득수준 증가와 이로 인한 식문화 변화로 인해 중국의 연간 연어 수입량은 약 20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대서양연어는 5만 톤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그러나 2018년 5월 중국에서 판매되는 연어의 상당수가 칭하이(靑海) 호에서 양식된 송어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 중국 소비자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연어 판매업자에게 속았다”, “더 이상 연어를
사 먹지 않겠다”라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수산협회(China Fisheries Association)는 대서양
연어, 은연어(Coho Salmon), 무지개송어가 모두 三文魚1)로 불리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며, 일부 국가
에서는 무지개송어의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1. 중국의 대서양연어 수입량 추이

자료: FAO, ITC

■ 중국정부는 송어를 연어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발표했다.b)
- 중국수산협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중국수산유통가
공협회(CAPPMA)는 무지개송어를 연어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발표했다.
1) 三文魚는 Salmon의 발음을 중국식으로 표기한 단어로 중국 내에서는 연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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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분류 표준에 따라 무지개송어를 연어로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중국 소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기준을 완화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송어를 연어로 판매하게 될 경우 양식업자나 유통업자들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송어의 연어표기 판매 논란으로 무지개송어의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했다.b) c)
-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Qinghai Minze Longyangxia社와 같은 수산양식기업은 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Tmball에서 송어 가격을 30~60% 낮추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송어 판매량이 급감했다.
- 또한, 상하이 홀리윈 냉동식품회사는 송어 판매량 급감으로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폐쇄했다.

■ 국내의 경우 송어를 연어로 판매할 필요성 없고, 안전성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으나, 가격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경우 중국과 달리 연어의 수입단가에 비해 양식 송어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어로 표기하여 판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식품안전성 문제의 경우에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양식산 무지개송어의 경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훈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051-79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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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육류 및 수산물 소비 증가세, 향후 심각한 환경
부담 발생 우려
■ 2050년 아시아 지역의 육류 및 수산물 소비량은 2017년에 비해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a) b)
-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현재 76억 명보다 32% 많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와
수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전 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최근 경제 성장 및 가처분 소득의 향상으로
값비싼 육류와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의 컨설팅 업체(Asia Research & Engagement, ARE)는 2030년 아시아 지역의 육류 및
수산물 소비량이 23억 4,100만 톤으로 2017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에
는 2017년에 비해 78% 증가한 24억 6,8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 아시아 지역의 육류 및 수산물 소비 추세(1961~2050년)

주: 1961~2013년은 실제치, 그 이후는 전망치
출처: Benjamin McCarron 외, 2018, Charting Asia’s protein journey, Asia Research and Engagement
Pte Ltd. (2018. 9.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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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향후 육류 및 수산물의 소비 증가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와 반대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으로 인해 육류 및 수산물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2050년 육류 및
수산물 공급량이 현재 수준보다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되었다.

■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무제한적 소비는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
-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무제한적 소비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수자원 남용 및 오염, 토지
이용률 증가, 항생제 오･남용 등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육류 및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9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88% 늘어나며, 수자원 사용량은 2017년 대비 83% 증가한 1억 540억
㎥, 토지 사용량은 81% 증가한 710만 ㎢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2050년 항생제 사용량은 3만 9,000톤으로 2017년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항생
제 오･남용은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을 유발,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바가 크다.
-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향후 1인당 GDP 및 인구 성장률이 높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자원 및 토지 이용량,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방글라데시
의 경우 앞으로 육류 소비보다 수산물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산물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
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아시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원 이용량 추이
구분

2017

2030

2050

증감률
(2017~2030)

증감률
(2017~2050)

온실가스 (GHG) (10억 톤)

2.9

3.9

5.4

34%

88%

수자원 (10억 ㎥)

557

777

1,054

35%

83%

항생제 (천 톤)

27

33

39

22%

44%

토지 (백만 ㎢)

3.9

5.2

7.1

33%

81%

출처: Benjamin McCarron 외, 2018, Charting Asia’s protein journey, Asia Research and Engagement Pte Ltd.
(2018. 9.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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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육류 및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
-정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b) c) d)
- 육류 및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sustainable food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정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 먼저 생산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적화 하고,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동물 복지, 유기농, 무항생제 제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리적･가치 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육류 및 수산물의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을 장려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항생제 오･남용, 오염수 배출 등의
문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KFC, 맥도
날드, 피자헛 등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동물 복지 기준을 지킨 무항생제 닭고기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는 환경라벨링(Eco-label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
하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생제 기준치를 초과할 경
우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 위의 사례들과 같이 육류 및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현정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연구원
(bye0412@kmi.re.kr / 051-79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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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최근 러시아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양식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a) b)
-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양식어업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스 및 석유 산업이 발달하였고,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여 기술 집약적인 양식어업을 발전시킬만한 배경이 미흡하였다.
- 한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에 따른 서방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유럽 등 농수산
식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기존 유럽산 수산물 수입에 특히 의존하던 러시아는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양식어업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 러시아 양식 생산량은 2014년 16만 톤에서 2017년 약 22만 톤으로 크림반도 사태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련 해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a) b)
-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4,500㏊ 규모의 양식어업이 가능한 수역을 마련하
였고, 여기에 경매를 통해 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 현재 양식 수산물의 63.5%가 러시아 북부에 위치한 크림반도, 크라스노다르스키 크라이
(Krasnodarsky Krai), 로스토브(Rostov), 아스트라칸(Astrakhan)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품종은 철갑상어, 넙치, 잉어 등이다.
- 이밖에 러시아 북서부인 머스만스크(Musmansk), 레닌그라드(Leningrad), 카렐리아 공화국
(Republic of Karelia)에서는 연어, 곤들매기가, 극동 러시아에서는 가리비, 굴, 해삼, 홍합 등이
양식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양식어업 육성에 매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a) c)
- 러시아 정부는 향후 3년 간 양식어업에 연간 530만 달러, 정책자금에 연간 6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쿠아프로덕트(Aquaproduct)사는 보로가(Volodga) 지역에 연간 생산량 2000~2500톤의 곤들
매기 양식 시설 건립에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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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투자 그룹(Siberian Investment Group)은 케메로보(Kemerovo)지역에 처음으로 연간
2,500톤의 무지개 송어 양식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료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 극동 러시아인 프리모르스키 크라이(Primorsky Krai)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중국 등 동아시아 업체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옌타이 툰샨(Yantai
Tunsyan Food Company)사와 웡리안(Weng Lyan)사가 투자를 위해 협의 중이다.
- 농업생태 및 생물공학연구소(The Institute of Agroecology and Biotechnology)에서는 야로슬리
블(Yaroslavl) 지역에 89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1,500톤의 메기 양식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림 1. 러시아 해상 가두리 양식장 전경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investments-in-russian-aquaculture-on-the-rise (2018. 9. 13. 검색)

■ 그러나 러시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a)
- 현재 다용도 해역에 대해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양식어업 및 관광업을 겸용하는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에서는 91개의 양식어장이 면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식어업 육성 보조금이 현재 연간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농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 생산 주기가 비교적 긴 양식 업체에 보조금 지급 기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현재 러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추진 중이다.
향후 협상에 있어 러시아산 양식 수산물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수산물 관세
및 철폐 스케줄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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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러시아의 양식어업 발전현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중점 육성 품목 및 규모 등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해경 수산연구본부 FTA 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eehk@kmi.re.kr/051-797-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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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어상자 도입

■ EU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순환경제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a) b)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기존에 자원이 생산되고 소비된 후 폐기되는 개념의 선형경제
(linear economy) 체제와 달리 효율적인 자원 이용,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경제체제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15년 12월에 발표한 ‘순환경제패키지’의 액션플랜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자원의 재활용 등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EU는 순환경제의 정착을 위해 5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희소금속(critical raw materials), 산업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이다.
- EU는 순환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6,000억 유로 이상의 비용절감, 약 17만 개의 직접 고용 창출,
2035년까지 약 5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순환경제의 개념

주: Linear Economy는 선형경제, Recycling Economy는 재활용경제, Circular Economy는 순환경제를 의미함
출처: https://pontsbschool.com/circular-economy-sustainable-development/ (2018.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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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순환경제’ 정책 기조 하에 수산업 분야도 관련 R&D가 진행 중이다.
-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핵심은 혁신(Innovation)이다. 기존의 생산 및 소비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이 접목되어 관습적인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 이에 EU는 R&D 펀드인 “Horizon 2020”을 활용해 순환경제를 도입함에 있어 필요한 산업별 혁신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에서도 어상자, 어망, 어구 등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R&D가 진행 중이다.

■ 대표적인 예로 스티로폼 어상자를 친환경 물류용기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R&D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c) d)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어상자(EPS)는 원칙적으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운반 처
리 문제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유럽에서만 스티로폼 어상자가 약
34만 톤 생산되는데 25% 가량만이 재활용되고 30%는 소각되며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다.
- 동 사업은 스페인에서 제안하여 ‘17년부터 ’20년까지 3년 간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며, 현재 바르
셀로나에 위치한 공장에서 새로운 물류용기를 시범 생산하고 있다.
- 친환경 물류용기의 소재는 재활용한 폴리스티렌(rPS)을 활용하였다. 어상자의 형태 또한, 박스 형태
에서 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다른 방식의 포장재 형태로 제작된다.
- 친환경 물류용기가 도입된다면 현재 유럽에서 폐기되는 스티로폼 어상자의 80%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스티로폼 어상자에서 친환경 물류용기로의 전환

출처: https://packagingeurope.com/r-d-project-to-turn-fish-boxes-into-new-food-packages/ (2018.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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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위생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친환경 생산체제
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어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14년 기존에 사용되는 목상자, 스티로폼 상자 등을 보다 위생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
환하기 위해 R&D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그러나 단가 문제, 어상자의 제작 및 유통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상자 소재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제작부터 수집, 세척, 재활용까지 가치사슬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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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 시장, 모멘텀 상승

■ 선주들이 선대의 현대화와 대형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최근 신조선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a)
- 선박 브로커에 따르면, 여름 이후 새로운 신조계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주 몇 건의 신규
주문이 이어졌다.
- 그러나 7건의 신조선 계약이 총 44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것으로, 신규계약의 대부분이 컨테
이너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 벌크선 부문은 핸디사이즈 3척, 캄사르막스 3척, 수프라막스 1척, 총 7척의 신조선계약이 이루어
졌다.
- 한편 유조선 부문에서는 극동아시아와 미국에서 7척의 신조선을 발주했다.
- 신조선 계약은 늘어났지만, 신조선가는 몇 주간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림 1. 건화물선 신조선가 추이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newbuilding-orders-gather-momentum-after-summer-lull/ (2018. 9.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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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S&P 시장 분위기는 최근 몇 주간 가라앉은 상태이다.a)
- 대부분의 선형에서 부진한 거래를 보였으나, 핸디사이즈 선박은 여러 선령에 걸쳐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냈다.

그림 2. 건화물선 중고선가 추이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newbuilding-orders-gather-momentum-after-summer-lull/ (2018. 9.
13. 검색)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hpark83@kmi.re.kr/051-79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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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중국, 러시아의 북극 LNG-2 사업 참여 확대
■ 중국이 러시아의 북극 LNG-2(Arctic LNG II)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이다.a)
-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의 국영해운기업인 코스코(COSCO)가 러시아 야말 및 Arctic
LNG II 사업을 추진하는 노바텍의 해운 자회사인 Maritime Arctic Transport에 공동 파트너로
참여하여 LNG를 아시아 및 유럽 등으로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실크로드펀드는 야말 프로젝트에 이어 Arctic LNG II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노바텍은 중국의 금융을 이용하여 쇄빙 LNG 운반선을 중국 조선소 등에 건조하기가 용이
하다는 입장이다.
- 또한, 야말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의 국영 중국석유천연가스(CNPC)도 Arctic LNG II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 이와 같이 중국은 Arctic LNG II 사업에 해운, 조선,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방위로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러시아 LNG 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b) c)
- 중국은 러시아와의 LNG 협력 사업에서 단순 투자자로서의 참여가 아닌 운영 및 관리 등의 분야
에서도 깊이 관여하고자 한다.
- 일본의 해운기업인 미츠이(MOL) 및 JOGMEC와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러시아의 Arctic LNG
II 사업 참여 및 캄차카 지역에 LNG 환적 기지 건설 등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 등으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야말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MOL은 마루베니 상사 및 노바텍과 공동으로 캄차카 환적 터미널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영해운기업인 JOGMEC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을 대표하며
상류부문의 개발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노바텍과 협상을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 보다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어 Arctic LNG II 사업 참여에 대해 상당한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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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노스타호 사건 공개심리 개시

■ 노스타호 사건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공개심리가 9월 10일 개시되었다.a)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의 파나마와 이탈리
아간 노스타호(M/V Norstar)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백진현 재판소장
주재 하에 진행되었다.
- 구두변론 절차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구두변론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두 번째
구두변론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파나마-이탈리아 순으로 전개된다.

■ 동 사건은 이탈리아가 파나마 국적선인 노스타호를 나포한 것에 대해 파나마가 2015년
12월 17일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b) c)
- 유조선 노스타호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해 이원 수역에서 초대형
요트에 가스유를 공급해왔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행위가 자국 국내법 위반이라며 스페인에 해당선박
의 나포를 요청하였고, 스페인은 1998년 9월 팔마데마요르카(Palma de Mallorca)만에 정박한
노스타호를 나포하였다.
- 2015년 12월 17일, 파나마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노스타호의 나포 및 억류에 관한 분쟁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파나마는 이탈리아의 행위가 공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및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300조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
해배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 반면 이탈리아는 동 사안에서 분쟁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소에 수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11월 4일 재판부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할권과 수리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동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경우, 분쟁해결절차 선택·재판소 절차제도 이용·선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어 국제소송의 당사자가 된 전례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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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는 무관하게 피제소국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국제재판소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동 사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상 분쟁해결절차 선택과정에서부터 포럼 쇼핑 문
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제15조 3항상 약식절차재판부 이용 또한,
논의되어 기존 판례와는 차이점을 지닌다.
- 또한, 이탈리아가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선박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볼 때 재판소가 어떠한 최종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정 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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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2018년 상반기 손실 기록
■ 세계 3위의 해운선사인 COSCO는 컨테이너 사업부분에서 2018년 상반기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a) b) c)
- 이는 2017년 동기 실적인 1억 4,7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으로, 낮은 운임과 벙커유 상승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운임의 경우 원양항로는 전년 대비 약 2.5%, 연근해항로는 약 7.5% 하락하였으며 벙커유 가격은
약 30% 가까이 상승하였다.
- 동기간동안 처리실적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23만 5,000TEU를 기록하여 세계 화물 증가량
6.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로별 처리실적은 아시아-유럽이 5.1% 감소한데 반해 아시아역내 물동량은 23.0%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 COSCO의 항로별 평균 매출과 처리 실적

출처: Alphaliner(2018), Newsletter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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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이다.a) b)
- 벙커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 운임이 선사들의 공급축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다.
-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요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6월부터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OOCL과의 합병으로 인해 운영효율성 향상이 예상된다.
-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가의 투입선대 비중이 높아 처리실적 증가세가 높으며, 세계 주요 항만에 터미
널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컨테이너 해운 사업과 별개로 항만 터미널 운영 사업은 2018년 상반기 280만 TEU를 처리하여
약 32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었다.

최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k8102@kmi.re.kr/051-797-463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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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만 중장기정책 ‘PORT2030’ 최종계획 발표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가 경제·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만의
역할과 항만정책의 방향성 등을 종합한 항만의 중장기정책 ‘PORT 2030’을 발표했다.a) b)
- 국토교통성은 2016년 4월부터 교통정책심의회 항만분과회를 통해 장래 시설 개발 방향, 정책 등
폭넓은 논의를 실시했다.
- 논의 결과, 향후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는 ① 신흥시장 확대･생산거점 남하, ② 인구감소･초성숙
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 ③ 제4차 산업혁명 진전, ④ 자원경쟁 심화･저탄소사회, ⑤ 대형재해
증가･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전망했다.
- 그리고 항만정책의 기본이념으로는 ① 지정학적 변화와 글로벌적 가치관 인식, ② 지역과의 동반
성장, ③ 시설제공형에서 솔루션제공형으로 변화, ④ 견고한 시설정비, ⑤ 변화하는 항만 등을
설정했다.

■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항만의 역할을 ‘Connected Port’, ‘Premium Port’, ‘Smart
Port’로 규정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b) c)
- ‘Connected Port’는 Global SCM, 농림수산품 수출, Electronic Commerce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 재생부품 수출 및 초국경 수리서비스 전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 아시아 크루즈 수요에
대응한 기항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Premium Port’에서는 지역가치 향상,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 발굴, 자원에너지 부문
의 융복합 산업 육성, 지구환경과 해양권익 보전 등을 제시했다.
- ‘Smart Port’는 AI, IoT를 활용한 항만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 전체 운영 과정상의 스마트화,
Connected Industries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Smart Work화 등으로 구성된다.
-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① 해상수송네트워크 강화, ② 지속가능한 국내물류체계
구축, ③ 크루즈 산업 육성, ④ 항만 공간의 가치 창출, ⑤ 신재생에너지 도입･공급거점 구축, ⑥
항만･물류산업의 글로벌화, ⑦스마트항만 구축, ⑧항만건설･유지관리 기술 혁신･해외진출 촉진)
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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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항만 중장기 정책의 기본

출처: 국토교통성 (2018. 7.)

최나영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chnayoung@kmi.re.kr/051-797-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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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삼각주 주요 항만 배기가스 배출 규제 조기 시행

■ 중국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해사국은 각각 관할지역 주요 항만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앞
당겨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a) b) c) d)
- 지난 8월 27일 상하이 해사국이 발표한 ｢상하이시 지방해사국의 상하이항 선박 배출규제 조기
실시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의 공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국내･외
선박이 상하이항 내 운항 및 정박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황 함유량 0.5%m/m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통지｣에서는 내하 선박 및 강･해 직항 선박은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유를 사용하고, AMP
설비(육상전원공급시설)를 갖춘 선박은 동 설비가 있는 선석에 접안할 동안에는 반드시 육상전원
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만약 ｢통지｣에서 요구하는 저유황 연료 사용이 선박 안전을 위협하거나 혹은 적합한 저유황 연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선주들은 사전에 해사관리 기구에 면제 및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군용선박과 어선은 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
- 8월 27일 장쑤성 해사국, 8월 30일 저장성 해사국에서도 각각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발표하여
10월 1일부터 관할지역 주요 항만에서 배기가스 규제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장성은 닝보･저우산항(宁波舟山港)에서, 장쑤성은 쑤저우항(苏州港)과 난통항(南通港)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 2015년 12월, 중국 교통운수부는 「주삼각, 장삼각, 환발해(징진지)수역 선박 배출통제
구역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주삼각, 장삼각, 환발해 3개 수역에 배출
통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했다.e) f)
- 주삼각, 장삼각, 환발해 배출통제구역에 포함되는 중점 항만은 선전항, 광저우항, 주하이항(이상
주삼각), 상하이항, 닝보‧저우산항, 쑤저우항, 난통항(이상 장삼각), 톈진항, 친황다오항(秦皇岛港),
탕산항(唐山港), 황화항(黄骅港)(이상 환발해)의 11개 항만이다.
- ｢실시방안｣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배출통제구역 내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m/m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금번 조치로 장삼각수역 배출통제구역 내 핵심 항만
에서는 이를 앞당겨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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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시방안｣에서는 원래 2018년 1월 1일부터 배출통제구역 내 모든 항만에 ‘접안’하는 선박
들은 0.5%m/m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게 규정했으나, 장삼각수역에서는 이를 4개월 앞당긴
2017년 9월부터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림1. 장삼각수역 내 선박 배출통제구역 지정 현황

출처: http://zizhan.mot.gov.cn/zfxxgk/bzsdw/bhsj/201512/t20151204_1942434.html (2018. 4. 16. 검색)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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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안전관리와 위험작업을 지원하는 드론

■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용 및 취미용 드론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a) b)
- 드론은 1900년대에 정찰 및 무인 폭격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수색작전에 운용되어 다시금 주목받았다.
- 최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론은 개인의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의 전반
적인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등과 같은 드론 택배, 건설현장
의 부지 파악, 재난 현장의 피해 규모나 확산 경로 파악용 드론이 운용되고 있다.
- 세계 드론산업 시장의 성장 규모는 2010년 기준 52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115억 달러로 급격
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드론

출처: http://www.lgblog.co.kr/life-culture/business/113006 (2018. 9. 12. 검색)

■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 사업이 활발하다.c) d)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드론시범지역에서 직접 제작한 드론으로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역량을 겨루는 대회인 ‘제1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대회는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개발 등으로 드론 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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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는 ‘2018년도 사물인터넷 전시회(2018 IoT Korea)’에서 자사의 5G 기술력을 드론에
융합하여 140k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등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드론이 도입되고 있다.e)
- APM 터미널은 미국의 샌안토니오 내륙 물류시설에 2대, 칠레의 산티아고 내륙 물류시설에서 1대
의 드론을 운용하여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대체함과 동시에 시설 내의 교통 흐름과 컨테이너 적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항만 시설의 안전 관리자들은 크레인 등의 중장비와 트럭, 대형 시설물 주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드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드론을 건물 옥상 관리와 크레인 검사 등의 위험한 작업에서의 운용도 점차 확대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억제 가능할 전망이다.

■ 국내 항만 안전관리용 드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세계적 이슈인 드론 산업에 정부와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
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적재적소에 정책 추진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항만분야 안전관리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만큼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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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률 중기적으로 큰폭 상승 예상

■ 미국, 중국 및 EU 등 세계 주요 경제주체의 강력한 경제 모멘텀이 세계 컨테이너
중기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a)
- 8월 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FRB)는 세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EU의 GDP 성장률은 2% 이상, 중국의 GDP 성장률은 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경제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7~2022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b)
- 글로벌 해운컨설팅업체 Drewry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는 2017년 7억 4,500만
TEU에서 2022년 9억 8,400만 TEU로 약 2억 4,000만 TEU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연간 4,500만 TEU의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현재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림 1. 세계 지역별 컨테이너 물동량 및 연평균 증가율 추정치(2017~2022)
(단위: 백만 TEU)

출처: Drewry Maritime Research (2018.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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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같은 기간 세계 컨테이너 항만의 처리능력은 연평균 2.2% 증가하는데 그쳐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률이 약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b)
- Drewry는 지난 수년간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신중한 투자 심리를 반영해 2017~2022년 세계
컨테이너 항만의 처리능력이 약 1억 2,500만 TEU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항만 이용률은 2017년 약 68%에서 2022년 약 8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화권, 북아시아, 동남아 및 중남미 서안 지역에서 컨테이너항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1.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컨테이너항 처리능력 및 이용률 전망(2017~2022)
(단위: 백만 TEU)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물동량

745

-

-

-

-

984

6.0%

처리능력

1,094

1,129

1,156

1,184

1,211

1,219

2.2%

이용률

68%

-

-

-

-

81%

출처: Drewry Maritime Research,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018 :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18,
p.10.

■ Drewry는 향후 중미 무역전쟁 위협이 사라질 경우 많은 터미널 운영사와 투자자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처리능력 증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Drewry의 수석 애널리스트 Neil Davidson씨는 선박 대형화로 향후 특정 항만시장, 개별 항만
및 특정 터미널의 경우 처리능력 증대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6480)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port-news/terminal-operators/terminal-utilization-rate-surgetrade-outstrips-capacity-growth_20180802.html/ (2018. 9. 10. 검색)
b) https://www.drewry.co.uk/news/news/container-terminal-utilisation-levels-set-torise-trade-wars-permitting (2018. 9.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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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 컨테이너 재배치와 허브항의 터미널 운영

■ 공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해운과 항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
-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 2억 3,410만 TEU에서 2011년 5억 9,320만 TEU, 2016년
6억 9,950만 TEU로 늘어나, 2000~2016년 연평균 7.1%씩 증가되었다.
- 이중, 세계 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동기간 1억 8,330만 TEU에서 4억 4,870만 TEU, 5억 2,710만
TEU로 늘어나, 2000~2016년 연평균 6.8%씩 증가되었다.
- 세계 공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 5,070만 TEU에서 2011년 1억 4,450만 TEU, 2016년 1억
7,240만 TEU로 2000~2016년 연평균 7.9%씩 증가되었다.
- 적 혹은 공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동기간 5,450만 TEU에서 1억 5,590만 TEU, 1억 8,030만
TEU로 늘어나, 2000~2016년 연평균 7.8%씩 증가되었다.

표 1.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구성
(단위: 백만 TEU)

구분/연도

2000년

2011년

2016년

2010년-2016년
평균 증가율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234.1

593.2

699.5

7.1 %

해상 적 컨테이너 물동량

183.2

448.7

527.1

6.8 %

해상 공 컨테이너 물동량

50.7

144.5

172.4

7.9 %

해상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54.5

155.9

180.36

7.8 %

출처: Drewry, Container Forecast & Annual Review 2017/18, 2017 Quarter 3, p.23.

■ 공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세계무역의 운송망 역할을 하는 주요 항로에서 수출과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a)
- 아시아/북미간 2016년 해상물동량 중 동향 즉 북미로 향하는 물동량이 1,841만 TEU인 반면에
서향(아시아향) 물동량은 749만 TEU로, 1,000만 TEU이상 컨테이너가 북미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 아시아/유럽 간 항로에서도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수출 물동량은 1,488만 TEU인 반면 수입 물동
량은 719만 TEU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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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2016년 컨테이너 물동량 1,946만 TEU중 333만 TEU가 공 컨테이너이다.b)
- 부산항 공 컨테이너 물동량 333만 TEU는 외항 입항 191만 TEU, 외항 출항 84만 TEU, 환적
입항 31만 TEU, 환적 출항 27만 TEU로 구성된다.
- 환적 물동량 994만 TEU중 57만 6천 TEU가 공 컨테이너이다.
- 즉 부산항 기준으로 외국에서 유입된, 공 컨테이너 약 111만 TEU가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국내 수출화주에게 유통되어야 하는 물동량으로 추정된다.

■ 허브항에서는 공 컨테이너에 대한 재배치와 이를 둘러싼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에 대
한 영향이 현안이 되고 있다.
- 부산항에서 외국 공 컨테이너는 선사의 컨테이너 재배치 일환으로 유입되고 있어, 컨테이너의 연식,
손상 여부, 컨테이너내 잔존물과 동식물 등 존재여부 등을 항만 터미널 반입 이전까지는 알기 힘
들다.
- 외국에서 유입된 공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회사와 기사들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공 컨테이
너를 배정받은 이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컨테이너 재배정과 컨테이너 청소 등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박용안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yapark@kmi.re.kr/051-797-4612)

참고자료

a) Drewry, Container Forecast & Annual Review 2017/18, 2017 Quarter 3, p.23.
b)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운통계요람, pp. 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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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태풍 제비로 인한 일본 한신항의 피해 발생 규모

■ 9월 4일 오후에 일본 킨키(近畿) 지역을 강타한 태풍 21호가 한신항(고베항·오사카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a)
- 고베항･오사카항 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CT)에 보관되어 있던 공컨테이너의 훼손이 심각하고,
일부 컨테이너 야드가 폭우에 잠겨 5일 양항의 CT는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 또한, 일부 공컨테이너 및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내항 컨테이너
선박(2,000DWT급)이 교량에 충돌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

그림 1. 일본 킨키 지역 지도

출처: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2350 (2018. 9. 6 .검색)

■ 태풍으로 인해 고베, 오사카 양항의 주요 CT는 컨테이너 반출입 수용을 오전 중 또는 종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a)
- 이는 공컨테이너가 훼손되거나 유출된 것을 수습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CT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 한신국제항만회사(阪神国際港湾会社)의 브리핑에 따르면, 9월 5일 고베항의 포트아일랜드 PC13
안벽이 복구 작업 때문에 5일 오후 2시 이후 종일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동항의 PC14 안벽,
PC15~17 안벽, 그리고 PC18 안벽은 5일 오전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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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항 로코 아일랜드의 경우 RC2 안벽, RC4~7 안벽들이 종일 운영을 중단했으며, 오사카항은
운영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C1-4 안벽, C8-9 안벽, C10-12 안벽에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종일 중단되기도 했다.
- 오카사항의 경우 고베항보다는 피해가 적어서 일부 터미널은 복구 처리 진척을 바탕으로 오후부터
컨테이너 수입만 취급을 재개하기도 했다.

그림 2. 고베항, 오사카항 조감도

출처: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2350 (2018. 9. 6. 검색)

■ 이번 21호 태풍으로 인해 다수의 컨테이너가 인근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a)
- 오사카 해상보안감부(海上保安監部)에 따르면 오사카항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인 아지카와(安治川
河) 하구 부근에서 22개의 컨테이너, 오사카 남항 OZ 안벽 인근에서 2개의 해상 유출 컨테이너가
확인되었다.
- 아지카와 하구에서 발견된 컨테이너는 오사카항 국제훼리 터미널에 장치되어 있었지만 태풍 상륙
이후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OZ 안벽 인근에서 발견된 유출 컨테이너는 경량의 화물이 적재
되어 있었다.
- 또한, 고베 해상보안부에 의하면, 로코아일랜드 남쪽 RC6-7 안벽 인근 해상에서 20피트 컨테이너
약 20개가 표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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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동 표류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동 표류 컨테이너를 제거 할 수 있는 크레인의 부재로 신속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다.

■ 평소 한신항을 이용하는 해운선사들에 따르면 고베, 오사카 양항에 적재되어 있던 다수의
공컨테이너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훼손되었다.a)
- 특히 고베항 포트아일랜드에서만 100개 이상의 공컨테이너가 훼손되었으며, 임해부의 창고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보관 화물에 빗물이 유입된 피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목재, 철강, 모래, 식품류 등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가 없는 창고도 터미널 및 도로 등
주변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고베 지방기상대(地方気象台)에 의하면 9월 4일 고베 공항에서 계측한 평균풍속(오후 1시-2시)은
34.6m/s, 최대 순간 풍속은 오후 1시 55분 당시의 45.3m/s로 남서풍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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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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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2350 (2018. 9. 6. 검색)

ZPMC, 칭다오 자동화터미널 2기 공정 EPC 계약 체결

■ 최근 ZPMC는 칭다오항과 전자동화 터미널 2기 공정 EPC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화터
미널 건설 부분에서도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a) b)
- 지난 9월 8일, 중국 최대의 항만설비 제조기업 ZPMC(上海振华重工)는 칭다오항그룹과 칭다오항
전자동화 터미널 2기 상･하역시스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을 체
결했으며, 자동화 터미널 2기 공정은 총 2개 선석에 자동화 안벽크레인, AGV,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 설비들이 포함된다.
** ZPMC의 본사는 상하이에 소재하며, 상하이와 난통 등지에 10개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대 규모의 항만기계중장비 제조업체이다. 또한, 25척의 6만~10만 톤급 자체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형설비들을 세계 어느 곳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 EPC 계약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 ZPMC는 지난 2015년 6월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 1기 상･하역시스템 ECP 계약을 통해 7대의
자동화 안벽크레인, 각각 38대의 AGV와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 자동화설비를 공급했다. 칭다오
자동화터미널 1기는 22.5개월이라는 짧은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정식 개장했으며, 올해
들어 단일 크레인 하역효율 시간당 42.9Move라는 세계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 또한, ZPMC가 합자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항만투자·건설 및 운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며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c)
- 최근 ZPMC(上海振华重工)는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CHEC), 중국도로교량유한책임공사
(CRBC), 중국교통운수부 수운계획설계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싱가포르에 중국항만투자유한책임
공사(China Harbor Investment PTE. LTD, 이하 ‘중국항만투자’)를 설립했다.
- 중국항만투자는 자본금 2억 달러로 이중 ZPMC가 7,600만 달러를 출자하여 38% 지분을 보유
하며, CHEC가 1억 200만 달러를 출자하여 51%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 밖에
CRBC와 수운계획설계원이 각각 10%와 1%의 지분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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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항만투자의 주요 업무는 교통인프라 건설 및 설비 공급으로 해사 프로젝트, 준설작업, 도로교량,
철도교량 건설 및 관련 설비 공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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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항 대기청정 계획 목표치 초과 달성

■ 롱비치 항은 대기청정 계획 2023년 목표치를 2017 회계연도에 이미 초과 달성했다.a)
- 롱비치항은 디젤 분진과 황산화물에 대한 2023년 목표치를 2017 회계연도에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 대기 청정계획의 2023년 목표치는 디젤 분진 77%, 황산화물 93%, 질소산화물 59% 감축하는
것이다.
- 롱비치 항만청이 매년 발간하는 2017 회계연도 배출 가스 총계에 따르면, 롱비치 항은 2005년
대비 디젤 분진을 88%, 황산화물 97%, 질소산화물을 56% 감축하였다.

■ 이외에도 롱비치 항은 항만 구역 대기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a)
- 2017년도 컨테이너 물동량의 17% 증가에도 불구하고 롱비치 항은 당초 대기청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온실가스를 18%를 감축했다.
- 롱비치 항만청은 2030년 항만 터미널 내 배출가스 제로화, 2035년 도로상 배출가스 제로화를
가능케 할 장비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롱비치 항만운영위원회장은 “롱비치항은 유해물질 배출을 이미 상당량 감축시켰으나 롱비치 지역
사회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롱비치항 대표이사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 하역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2005년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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