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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열대우림 산호초, 2100년에는 99% 소멸 전망, 산호
배양기술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 국제사회는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 통해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기온에 비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1.5℃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와 1.5℃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특별보고서(SR 15)’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경우 기후변화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예를 들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 경우에는 2℃ 상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100년
기준 해수면 상승을 10cm 낮출 수 있고, 여름철 해빙이 완전 소실되는 빈도도 10년에 한 번에서
100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산호의 경우 70% 이상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a) b) c)
- 인류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인 가운데, 산호의 경우 1.5℃ 목표를 달성
하더라고 대부분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에는 산호초의 99%, 1.5℃ 상승하는 경우
에는 70~90%가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표 1. 지구온난화의 해양 분야 주요 영향
구분

2℃ 증가 시나리오

1.5℃ 증가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

0.1m 감소(0.26~0.77m)

- 위험노출인구

최대 천만명 감소

해수온 상승

상대적 둔화

- 여름 철 해빙 완전 소실

10년에 1번

100년에 1번

- 어업 수확량

300만톤 감소

150만톤 감소

- 해양 산소
- 산호
해양산성화

상대적 증가
99% 소멸

70~90% 소멸
상대적 완화

출처: 이숙희, ‘파리협정 체결 이후 전 지구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자료집』(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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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운데, 미국 모트해양연구소(Mote Marine Laboratory)에서 산호의 성장속도를
40배가량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귀추가 주목된다.d)
-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모트해양연구소가 산호의 성장속도를 자연 생장에 비해 40배가량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호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번식 가능한
상태로 성장하는 데에는 약 25-75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모트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3년이면 가능하다.
- 마이크로세분화(Microfragmenting)라 불리는 이 기술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산호를
작게 쪼개어 약 1인치 간격의 격자에 두는 것인데, 산호는 무성 번식 동물이기 때문에 잘려진 각
단면이 서로 닿으면 1개의 산호로 결합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골프공 크기의 산호를 약 20개에서
10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다양한 수온에서 배양하였고, 특히 수온 상승에 덜 민감한 산호종을
선별해 배양 중이다.

그림 1. 마이크로세분화를 거친 산호의 12주 관찰 결과

주: 1주일 간격으로 12주 동안 관찰한 산호의 모습
출처: https://www.bbcearth.com/blog/?article=saving-coral(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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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산호 배양기술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a) e)
-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중요 서식지 중 하나이다.
산호초가 황폐해지면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 하와이 해양생물 연구소(Institute of Marine Biology)의 루쓰 게이트(Ruth Gate) 박사는 인류가
산호를 배양하는 데 기울인 노력은 옥수수, 감자 등 식품을 재배하는 데 들인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 이후에도 산호초 가득한 아름다운 바다를 후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산호 배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연수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ykim@kmi.re.kr/051-797-4744)

참고자료

a) https://physicsworld.com/a/ipccs-climate-report-the-futures-not-looking-good/(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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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tps://news.joins.com/article/22616619(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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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수로를 통한 수질 오염원 유입에 대한 관리 필요

■ 나뭇잎이 지역 배수로에 쌓이면서 유해한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수질 오염에 기여하고
있다. a) b)
- 지역 내 배수로에 축적되는 나뭇잎과 같은 유기 물질은 유해한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수질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 유해 영양소가 많아지면 해조류의 번성, 낮은 수준의 산소 및 수생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오염문제는 깨끗한 수질을 이용하는 사업(경제활동)들과 연결되어 사회 경제
부문을 위협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양분 과부하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디
아나 주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공공 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수상 레저
활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나뭇잎으로 인해
물에 질소와 인이 축적되면 그에 따른 미국의 연간 처리 비용은 최소 2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 2016년 미국 지질 조사(US Geological Survey) 연구에 따르면 가을에 남겨진 나뭇잎과 기타 유기
물이 빗물에 함유된 인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잎을 제거했을 경우 그 수치는
16%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하천 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c)
- 비료, 퇴적물 및 쓰레기와 같은 오염 물질은 매년 지역의 배수로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오염원들이
지류로 배출되어 하천 및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인디애나 주 수자원 보호 단체인 White River Alliance(WRA)는 White 강 유역을 기반으로 수
질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방정부, 산업, 대학, 농업 및 지역 사회 등의 16개의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WRA는 White 강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목표, 강점,
기회, 자원 등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프로젝트, 교육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하천 정화 이행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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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WRA는 인디애나 강과 저수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민과
단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간의 수질 관리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 계획 수립, 정화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하천･해양 수질환경 및 수자원 보호 등 개별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종합적인 관
리는 미진한 실정이다.
- 따라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부터 나아가 해양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관련 제도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일원화된 유역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1. WRA 추진 계획(2016-2020)

1) WRA 추진계획(2016-2020)
출처: https://thewhiteriveralliance.org/about/strategic-plan/(2018. 11. 15. 검색)

강창우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kangchang@kmi.re.kr/051-797-4740)

참고자료

a) https://www.nuvo.net/voices/hoffmann-autumn-leaves-as-water-pollution/article_a76
87ef0-e7b3-11e8-a909-ebf70f7857de.html(2018. 11. 15. 검색)
b) https://www.mprnews.org/story/2018/11/03/keep-lakes-clean-by-keeping-leaves-outof-streets(2018. 11. 15. 검색)
c) https://thewhiteriveralliance.org/about/strategic-plan/(2018. 11.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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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바다 오염원, 플라스틱 빨대

■ 플라스틱 빨대로 인한 문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 b)
- 이십 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길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는 자칫 무해해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무심코
그 얇은 막대기를 통해 주스나 칵테일, 혹은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별거 아닌듯한 이 빨대가 우리
바다와 연안에 버려지고 있는 10대 플라스틱 쓰레기들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빨대는 물속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으며, 분해가 되더라도 100년 이상 걸리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마저 배출한다.
- 매년 1,3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마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림 1. 해양 속 플라스틱 쓰레기

1)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함께 있는 해마(sea horse)
출처: http://goodnature.nathab.com/nat-hab-eliminates-plastic-straws-around-world/(2018. 11. 14. 검색)

■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 세계인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있다. c)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가격과 품질, 사용성 면에 있어 단기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나무나 유리, 금속으로 만든 다회용 빨대들이 출시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로 유아
용으로 제작된 친환경 실리콘 빨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싸거나 세척이 힘든 한계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여 자연 분해되는 종이 빨대가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적당한 강
도와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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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친환경 빨대

1) 종이 / 금속 / 식물성 / 실리콘 등 친환경 빨대
출처: https://blog.naver.com/wysltkfkd/221349248900(2018. 10. 22. 검색)

■ 최고의 대책,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이다. d) e)
-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규제와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이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기 좋은 여건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의 규제를 시행하였지만, 아직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정책은 없는 상태이다.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다면 국민들 개개인이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어떨까? 최근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구하라’라는 모토로 시작된 ‘노 플라스틱 챌린지’와
같은 환경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박재영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ay.park@kmi.re.kr/051-797-4739)

참고자료

a)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latin-america-wakes-problemplastic-straws(2018. 11. 14. 검색)
b)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double-trouble-plastics-foundemit-potent-greenhouse-gases(2018. 11. 14. 검색)
c) https://www.diffordsguide.com/encyclopedia/1405/cocktails/straws-10-alternatives-to
-plastic-straws(2018. 11. 14. 검색)
d)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89ce8e4b0734a993ab936(2018. 11.
14. 검색)
e) https://news.sbs.co.kr/news/videoMugListPage.do?gubun=2&brandsId=10000048073&
plink=TOPWORD&cooper=SBSNEWSEND(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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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선박기인 황산화물 규제 강화, 탈황장치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에 관한 대응 필요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논의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선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

a) b)

- 1997년 제정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제6부속서(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Annex VI, MARPOL Annex VI)는 선박 기인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부속서는 황산화물(SOx), 산화질소
(NOx), 오존층파괴물질(ODS),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규제, 선박에서의 소각행위 규제
등을 통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2005년 발효되었다.
- 2006년에 IMO는 제6부속서의 개정을 통해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황산화물의 배출규제를 강화
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s, ECAs), 선박에너지효율기준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16년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1. MARPOL 제6부속서 상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변화

출처: https://stillwaterassociates.com/imo-2020-part-1-marine-fuel-sulfur-content/(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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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방형(Open-loop) 스크러버의 작동원리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oct/29/thousands-of-ships-coulddump-pollutants-at-sea-to-avoid-dirty-fuel-ban(2018. 11. 14. 검색)

■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의 선박연료 저유
황유 전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설치 등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a) c) d)
- MARPOL 제6부속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모든 국제항해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황함유량 최대
0.5% 규제(Regulation 14: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가 적용된다. 또한 동 부속서는 저유황유로의
즉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IMO의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gulation 4). 이에 따라 고비용이 소요되는 선박 저유황유 전환에
비하여 경제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선박용 스크러버(scrubber)’의 개발 및 장착이 부각되고 있다.
- 여기서 스크러버는 세척수를 분출하여 선박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용해시키는 탈황장치를 의
미한다. 스크러버 장착은 선박연료 저유황유 전환에 비하여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단기간 내 황산
화물 배출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영국 가디언(Guardian)지에 따르면, IMO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약 2,300~4,500대의 선박이
스크러버 혹은 배기가스 정화설비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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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스크러버 장착은 황산화물 배출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응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세척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선제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c) d)
- 스크러버는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용해하여 황산화물의 직접 배출 또는 1차, 2차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할 경우 용해된 황산화물이 바다로
유입되게 되어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대표적으로 벨기에 선사 Euronav는 스크러버 설치 시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에 관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1) 스크러버를 거친 황산화물질은 최종적으로 황산염으로 변화하게
된다. 황산염은 해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성분물질 중 하나로 선박 배기가스 기인 황산화물이
해양 전체의 황산염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배기가스의 황산화물이 황산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증가되
거나, 세척수에 함유된 금속성분 혹은 질산염의 축적이 수중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세척수에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는 주요한 발암물질중 하나이기 때문에
PHA 농도 증가에 따른 유해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이에 대응하여 노르웨이 해사청(Norwegian Maritime Authority)은 선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을 추진2)하고 있는 등 선박 스크러버 설치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영향과 부작용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혜영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43)

참고자료

a)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GHG/Documents/2020%20sulphur%2
0limit%20FAQ%202018.pdf(2018. 11. 14. 검색)
b) https://stillwaterassociates.com/imo-2020-part-1-marine-fuel-sulfur-content/(2018.
11. 14. 검색)
c)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exhaust-gas-scrubber-washwater-isit-safe(2018. 11. 14. 검색)
d)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oct/29/thousands-of-ships-coulddump-pollutants-at-sea-to-avoid-dirty-fuel-ban(2018. 11. 14. 검색)

1) 자세한 사항은 안영균, ‘Euronav, 스크러버 설치시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 제기 ]’, KMI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 참조
2) 자세한 사항은 이슬기, ‘노르웨이 해사청,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구제 법안 추진’, KMI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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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바다거북의 보전·관리 방안 논의

■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총 2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a) b) c)
-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Wetlands for a
Sustainable Urban Future)’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
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협약 당사국 170개국 중 143개국 외에 협약의 국제기구 파트너,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 등 1,36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 회의결과 블루카본 생태계(blue carbon ecosystems), 지속가능한 도시화(sustainable urbanization),
농업(agriculture), 조간대 습지(intertidal wetlands), 서아시아 습지(wetlands in West Asia),
북극 및 인근 지역 습지(Arctic and sub-Arctic wetlands) 등에 관하여 총 25개의 결의안이 채택
되었다.

그림 1. 2018년 10월 23일 람사르 당사국 총회 회의 모습

출처: https://www.ramsar.org/news/cop13-highlights-for-tuesday-23-october-2018(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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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안 또는 해양에 살고 있는 거북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국이 기존의 서식지 보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
다. d) e)
- 프랑스와 세네갈이 함께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이 람사르 습지 관리계획에 바다
거북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방식의 수립보다는 지역계획
및 기존 네트워크의 조정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협약 당사국은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및 먹이장
소로 확인된 지표(identified index nesting and foraging sites)를 보전･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보호조치를 통하여 람사르 습지 지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그 외 바다거북과 그 보금자리 및 서식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공동체,
이해관계자, 관련 기구가 협력하여 바다거북의 서식지가 있는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것을 촉구
하였다.

■ 우리나라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바다거북의 보전･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 g)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등 총 4종의 바다거북이 보호대상해양생
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 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없는
상황이다.
- 즉,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하여 2018년 11월 기준 총 27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연안습지보호지역(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13곳)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인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점박이물범과 관련된
가로림만해역 해양보호구역 1곳뿐이다.
※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크게 구분됨.

- 따라서 정부가 람사르 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바다거북에 대한 보전･관
리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에서 바다거북에 대한 관리조치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다거북의 보금자리 및 먹이 장소와 관련된 충분한 조사･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바다거북과 관련된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
나 기존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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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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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 검색)
e) https://www.ramsa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brary/cop13doc.18.26_rev1_dr
_sea_turtles_e.pdf(2018. 11. 16. 검색)
f) http://www.law.go.kr/LSW/main.html(2018. 11. 16. 검색)
g)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i/mpa02.do(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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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해양관광산업이 그리스 GDP에 23억 유로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요트 및 보트, 크루즈 여행을 포함한 해양관광산업은 그리스 GPD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리스 관광 연합 연구기관인 INSETE가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해양관광 부문은
그리스 GDP에 직접적으로 23억 유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GDP의 1.3%를 차지하는 동시에
2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보면 2.9~3.5%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 ICOMIA에 따르면 요트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8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그리스 전역에 22개의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는 해양관광산업 확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b)
- 말레이시아 연방 직할구인 라부안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쿠라만 섬 해양공원을
건설하여 해양관광산업을 확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섬 관광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하여 라부안 지역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와
가스 자원에 의존하는 라부안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고급 리조트, 국제 선착장, 웰빙센터, 테마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함께 건설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 두바이는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c)
- 두바이는 마리나산업을 통하여 국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한다.
특히 두바이 홀딩스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요트 분야 및 다양한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마리나 중 하나인 D-Marina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 슈퍼요트의 목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두바이는 이를 통하여 고급 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경제를 다양화하고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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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 연안지역 메릴랜드주의 관광산업이 상승 추세이다. d)
-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지역인 메릴랜드 주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2017
년 관광 지출은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은 주와 지방세에 24억 달러 가량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또한, 이 지역의 관광산업은 메릴랜드 주에서 10번째로 큰 민간 영역으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관광산업으로 인하여 14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2%의 고용 증가 효과와 4%의
임금 상승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요트관광산업이 피지 경제에 5,900만 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다. e)
- 요트관광산업이 피지 경제에 5,900만 달러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트관광의
경우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관광객은 많지 않지만 여행객 당 평균 여행비용은 전국 평균인 2,067
달러와 비교해서 약 3배 이상인 6,584달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피지 관광청은 특히 슈퍼 요트의 방문 수는 호주를 능가했으며, 각 요트의 방문은 약 16.7만 달러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에만 약 790만 달러의 직접 효과를 창출하였다.
요트관광산업은 피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의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이에 부합한 산업 육성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
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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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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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해상풍력 발전용량 2027년까지 20배 증가 전망

■ 글로벌 컨설팅회사 Wood Mackenzie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2027년 지금의 약 20배인 4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
- 중국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2017년 2GW에서 2027년 총 31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만은 2027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발전용량의 20% 가량인 8.7GW를 확보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이 될 전망이다.
- 현재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정부가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공약하면서 5GW에 달하는 발전용량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5.7GW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승인되었다.

■ 중국은 광둥성 양강시 인근 해역에 중국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b)
- 프로젝트 개발사인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CGN)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설비용량은 40만 KW에 달하며, 2020년 설치가 완료되면 매년 약 14억 6천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둥성은 2030년까지 총 23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면 총
설비용량은 6,685만 KW로 추산된다.
- 중국에서 풍력발전은 화력과 수력발전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동력원이다. 글로벌 풍력에너지 협의회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중국은 해상풍력 설비용량에서 2016년 기준 영국과
독일에 이은 3위로 전 세계 설치용량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상풍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지원,
핵심기술 및 공급망 확보 등이 선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a)
- Wood Mackenzie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향후 5년 동안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중국 역시 자국의 최대 터빈 공급업체가 유럽의 해상
풍력 터빈 제조업체의 기술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8MW급 이상의 터빈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 해상풍력 핵심 기술력이 유럽과 비교하여 뒤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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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터빈 공급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 터빈 제작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연구 개발과 실증 테스트, 개발업체 인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해상풍력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각종 해양건설 인
프라, 해상풍력단지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선박, 해상풍력단지의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해상그리드
등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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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asia-pacific-offshore-wind-capacity-to-rise
-20-fold/(2018. 11. 15. 검색)
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0/16/c_137536841.htm(2018. 11.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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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섬 주민 중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일본 섬들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b)
- 아이치현 미카와만에 위치하고 있는 사쿠시마는 섬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이용한 소주를 개발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사쿠시마는 예전부터 섬 곳곳에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예술의
섬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으나 점점 감소해 현재는 2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
으며 섬에 거주하는 주민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관광을 통한 섬의 활성화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섬 주민과 대학이 협력하여 섬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이용한 주류와 간식 등 기념품을 개발했다.
고구마 기념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섬에 거주하는 노인(사쿠시마의 고령화율은 50%)의 소득원이
창출되었으며, 섬과 내륙의 교류가 촉진되고 관광객과 이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미에현은 교통약자의 섬 관광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에현 내 토시섬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 가이드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교통약자도 섬 관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인
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문 가이드 양성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이세시마 장애인 관광 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미에현 내 관광, 교통, 숙박 시설
등을 조사해 배리어프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 섬 주민 참여 관광 활성화 사례

특산물 이용 기념품 개발

교통약자 전문 가이드

장애인 관광 프로그램

출처: (좌)https://www.asahi.com/articles/photo/AS20181029000731.html
(중)https://www.yomiuri.co.jp/local/mie/graph/article.html?id=20181109-OYTNI50023
(우)https://www.yomiuri.co.jp/local/mie/graph/article.html?id=20181109-OYTNI50024
(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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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 d) e)
- 국토교통성은 섬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생활을 홍보하고 내륙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인
아이란다 2018을 개최한다. 아이란다라는 행사명은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 섬을 사랑하는 사람,
섬의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본 행사는 올해 26회째로 2018년에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쿄의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아이란다 행사는 국토교통성과
도서 관련 민간단체인 일본이도센터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며, 이도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전역의 섬 주민들이 부스를 설치해 지역을 홍보하고 채용 및 유학 정보, 빈집 정보 등
이주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섬의 특산물 판매 및 공예 체험, 전통 춤 공연 등
부대 행사도 개최한다.
- 도쿄도는 도 내 섬 11개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한다고 밝
혔다. 도쿄도 관내 도서는 이즈 제도에 속하는 오시마, 도시마, 니지마, 시키네지마, 고즈시마, 미야
케지마, 미쿠라지마, 하치조지마, 아오가시마 등 9개 섬과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하는 치치지마,
하하지마 2개 섬 등이다. 도쿄도는 11개 섬이 지역의 특별한 관광 자원이므로 '보물'을 발굴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도쿄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1개 섬의
관광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와 섬 간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
이며, 금번 제1회 회의에서는 11개 섬이 홍보 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로고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도쿄도는 11개 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림 2.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지원 사례

섬 홍보 행사 전경

도쿄도 보물섬 로고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출처: (좌)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11_hh_000062.html
(중)https://www.hinagata-mag.com/report/27459
(우)https://www.nagasaki-tabinet.com/feature/coupon/top/
(2018. 11. 16. 검색)

-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현 관광연맹은 정부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제도를 시
행한다. 승선권 할인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한다. 승선권을 구입하면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섬에서 개최되는 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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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투어, 우동공장 견학 등 17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승선권 할인 제도는 섬 관광
활성화 및 체류 관광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숙박 관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 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섬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내륙 관광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관광 활성
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섬 주민들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
광상품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섬의 특산물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 유휴
시설을 활용한 숙박 시설 조성, 시설 고급화 등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연안여객선 운임과 섬 관광 상품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섬 박람회 개최, 브랜드화 추진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각 섬의 고유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주 여건이 낙후된 섬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인
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해 섬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 사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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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asahi.com/articles/ASLC76FQ9LC7OIPE025.html(2018. 11. 16. 검색)
b) https://www.yomiuri.co.jp/local/mie/news/20181109-OYTNT50055.html(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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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후변화정책의 글로벌 선도국 의지 드러내

■ 최근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
서를 채택한 후,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국내 모든 경제분야에 걸쳐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
임을 밝혔다. a) b) c)
-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장관에 따르면, “탄소세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할 예정
이며, 기업들이 생산･판매하는 상품가격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장려될” 예정이다.
- 탄소세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전 단위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싱가포르 창이공항(Changi Airport) 제5터미널을
해발 5.5m에 건설하고, 방조제 건설 및 해안도로 높이 상향조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청정 해운항만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항만 그린 이니셔티브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를 추진해 오고 있다.b) d) e)
- 싱가포르 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
이니셔티브는 당초 5년을 기간으로 시작하였으나, 산업계의 지지를 받아 2019년까지 기간을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체 5개 자발적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며, 그 중 ‘그린 선박 프로그램(Green Ship Programme)‘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국적의 에너지효율선박에 대해 최대 75%의 등록비, 최대
50%의 연간톤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또한, ‘그린기술 프로그램(Green Technology Programme)‘에 채택된 그린기술 개발자에게 해당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하며, ’그린항만 프로그램(Green Port
Programme)‘을 통해 싱가포르 항만에 정박 및 묘박하는 선박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해
항만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3

그림 1. 싱가포르 해사그린이니셔티브의 그린 선박 프로그램 개요

출처: https://www.mpa.gov.sg/web/portal/home/maritime-singapore/green-efforts/maritime-singapore-greeninitiative(2018. 11. 14. 검색)

■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법」이나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의 입법
추진과 함께 다양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f) g)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6.9.12 발의)은 환경친화적인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률로서, 친환경선박설계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18.8.29 발의)은 특정 지역을 ‘항만대기질 관리 권역’
으로 지정 후 주요 대기오염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다만, 현재까지 많은 법률과 정책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선도국가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부족하여 실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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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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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세계
첫 블루본드 발행
■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이 지속가능한 청색경제(Blue Economy)를 창출하고 어업과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 첫 블루본드를 발행했다.a) d)
- 블루본드는 10년 만기 채권으로 10년 전 첫 등장했던 그린본드(Green Bond)를 모델로 삼았다.
이에 당시 그린본드 설계에 참여했던 세계은행(World Bank)과 영국 찰스 황태자가 세운 환경재
단이 블루본드 설계를 도왔다.
- 세이셸정부는 블루본드를 3개의 투자 기관(Calvert Impact Capital, Nuveen, Prudential
Financial, Inc)에 판매하여 총 1,5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 세이셸정부는 블루본드가 지역 어업공동체의 보호, 지속가능한 어장으로의 전환 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해양 및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이셸 부통령 빈센트 메리통(Vincent Meriton)은 “블루본드는 세이셸이 지속가능한 어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청색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우리의 해양을 보호해 줄 것”
이라고 하였다.

■ 세이셸 블루본드는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과 연안 국가의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b) c)
- 115개의 화강암과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세이셸은 다른 개발도상 도서국처럼 관광,
어업 및 수산분야가 매우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세이셸의 어업 종사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17%며, 수산물은 세이셸 수출 총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세이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다양한 바다생물이 살고 있어 경제적 개발과 해양생태계
보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세계자연기금(WWF)은 “아직 대다수의 개발도상도서국들은 청색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
고 하면서 세이셸의 블루본드가 “향후 개발도상 도서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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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이셸 군도(약 14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

출처: https://www.fis.com(2018. 11. 6. 검색)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c)
- 세이셸은 최근 청색경제 로드맵(Blue Economy Roadmap)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
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정부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당면한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 이 때문에 세이셸은 민간 부문(영향력 있는 투자자 등)에서의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
부문이 정부와 함께 수 세대동안 해양 자원의 개발과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 블루본드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해양보호구역 계획에서부터 청색경제 발전을 위한 활동,
어업의 가치사슬 상승을 위한 자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c)
- 세이셸 부통령 빈센트 메리통은 “확보 자금 중 일부는 저리의 대출금으로 지역 어업 공동체에 할
당될 것이다.”고 하면서 지역 사회, 시민단체 및 지속가능한 어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등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즉 블루본드 판매로 확보된 자금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청색경제 발전 및 어업의 가치사슬 상승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금 제공 등에도 사용될
것이다.
- 세이셸의 블루본드는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발전시키고 금융이 선(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 또한, 세계은행의 남서 인도양 어업 거버넌스 및 동반 성장 프로그램에도 이바지하여 이 지역 국
가들의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관리 및 수산부문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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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이셸 블루본드 발행 설명회(Our ocean conference)

출처: http://www.seychellesnewsagency.com/articles/9976/(2018. 10. 29. 검색)

■ 우리나라도 공공자금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로의 전환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는 공적자금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민간투자 확대는 해양수산분야의 질적 향상과 신성장 동력 마련과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형 외해양식단지 조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등의 대규모 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승현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568)

김성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참고자료

a)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8/10/29/seychelles-launches
-worlds-first-sovereign-blue-bond(2018. 10. 29. 검색)
b) https://www.finchannel.com/~finchannel/business/banksandservices/76370-sey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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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11-2018&day=6&id
=100107&l=e&country=0&special=&ndb=1&df=0(2018. 11. 6. 검색)
e) http://www.seychellesnewsagency.com/articles/9976/(2018. 10.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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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제3의 복병 ‘환율’
■ 미･중 무역 전쟁 지속,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a) b)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환율 및 증시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갈등
관계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미국 달러 가치는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 원화 기준으로 미국달러 가치는 1달러 1,066원(2018년 6월 7일)에서 1,144원(2018년 10월 29
일)으로 상승하였다.1) 최근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자국 통화 기준으로 동일
기간 1달러 22,800동에서 23,301동까지 상승했다2).

그림 1. 주요국의 대미달러 환율 동향(2017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5일)

한국의 대미달러 환율 동향(1년)

베트남의 대미달러 환율 동향(1년)

출처: https://www.xe.com/currencycharts/(2018. 11. 5. 검색)

■ 베트남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은 미국 달러 가치 상승을 ‘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b)
- 베트남은 세계 제3대 새우 수출국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세계 새우의 초과 공급 및 주요 수입국
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새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하락(2018년 3분기 누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은 베트남 새우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협회(VASEP) 측근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이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면, 베트남의 새우 수출액은 전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 미･중 무역 전쟁 지속기간 중, 달러/원화가 가장 약세인 시점과 강세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한국과 동일 기준 시점으로 환율 상황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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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베트남 현지 시장 조사(하노이, 하이퐁) 결과3), 하이퐁의 한 수입업체는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 부과로 인해, 특정 품목 수출에 있어 혜택을 얻고 있기 보다는 환율상 얻는 혜택이 더 크다”
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태국 등의 주요 원료 수입국, 위안화 약세를 저렴한 원료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c) d)
-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주요 수산물 수출국들이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요 수입국들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한 사례로는 태국을 꼽을 수 있다. 태국은 세계 최대 참치통조림 회사를 보유한 국가로, 원료용
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에 대한 수요가 높다. 태국참치산업협회(TTIA)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중국산 참치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로
내다봤다4).

그림 2. 주요국의 대중위안화 환율 동향(2017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5일)

한국의 대중위안화 환율 동향(1년)
태국의 대중위안화 환율 동향(1년)
자료 : https://www.xe.com/currencycharts/(자료 검색: 2018년 11월 5일)

■ 환율은 수산물 교역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a)

b) c) e)

- 관세를 중심으로 수산물 교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환율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교역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양국 소비자들의 수입산 수산물을 바라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달러 강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산 수산물
소비가 가능한 반면, 중국 소비자들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비싸게 수입산 수산물을 소비하게
된 것이다.
3) KMI 해외시장분석센터(한기욱･양이석) 2차 베트남 시장 조사(2018년 10월 22일 ~ 27일) 결과를 근거로 함
4)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위안화/원화 동향을 살펴보면, 1위안 167원(2018년 6월 7일)에서 164원(2018년 10월
29일)으로 하락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동일 기간 1위안 5.0바트에서 4.8바트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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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환율 변동은 제3의 국가들로 하여금 전략상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베트남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경우 미국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 반면, 태국의 경우 역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공급처로 삼고 있다.
- 이처럼 환율 변동은 교역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실질적으로 한국산 수산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양국 간의 갈등 수준에 따라 수시로도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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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retailnews.asia/rising-dollar-market-glut-cut-vietnams-shrimp-export
-value/(2018. 11.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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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산물 교역 변화
■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a)
-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소비
하는 90% 이상의 수산물은 수입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
으며, 특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냉동 틸라피아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계는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시점인
2019년 1월 이전에 수산물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또한, 냉동 연어, 가리비 등의 수산물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교역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국가 간의 충돌은 향후 수산물 교역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산물 교역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b) c) d)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미국산 바닷가재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미국산 바닷가재는 3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바닷가재 등 미국산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미국산 바닷가재의 對중국 수출량은 전년동기(368톤) 대비 32% 감소한 250
톤을 기록하였다.
- 미국산 바닷가재의 2018년 7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1만 6,82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
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중국시장에 수출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 중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미국 이외 타국가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시장에서 미국 메인주 바닷가재, 알래스카 킹크랩, 플로리다 닭새우, 캘리포니아 오징어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중국이 미국산 바닷가재에 부과한 관세는 32%인 반면 캐나다산
바닷가재에 대한 관세는 7%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미국 바닷가재 수출업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 차이를 이용해 자국산 바닷가재를
캐나다를 경유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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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주 바닷가재 수출업체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홍콩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산물 중 하나인 연어의 경우 작년 기준 3억 1,850만 달러
를 수출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중국의 칠레산 연어 수입량은 약 2만 4천 톤으로 작년 동기 1만 2천
톤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수입 대상국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한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산물 교역에서 혜택을 얻는 국가도 있다. 바로 그 국가가 베트남
인데 중국의 對미 주요 수출 수산물인 틸라피아가 고관세 품목에 지정됨에 따라 중국산 틸라피아
는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베트남산 흰살 생선류인 바사피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틸라피아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 시장 내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대체 어류로 베트남산 바사피쉬의 수입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산물 교역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수산물 교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산물 교역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가와 이득을 얻는 국가가 생기는 등 수산물
교역 시장이 수시로 변동을 하고 있다.
- 수산물 교역 강국간의 무역전쟁은 수산물 교역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변
수산물 교역국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변화하고 있는 수산물 교역 시장과 수산물 교역국
미국,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하고 있는 시장에 즉각적인 대응,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 및 업체 차원에서의 사전 준비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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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산업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양식시설 개발
■ 노르드락스(Nordlaks), 2020년까지 선박형 양식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이다.a) b)
그림 1. 노르드락스(Nordlaks)의 하브팜1(Havfarm1)

출처: http://nordlaks.no/Havfarmene(2018. 11. 1. 검색)

- 노르웨이의 양식기업 노르드락스(Nordlaks)는 세미 카타마란1) 형태의 양식 플랫폼을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선박형태로 2020년 준공 예정이다.
- 선박형 양식 플랫폼인 하브팜1(Havfarm1)은 노르드락스와 NSK선박설계(NSK Ship Design)가
공동으로 설계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얀타이 조선소(Yantai CIMC Raffles Shipyard)에서
수주 받아 건조 중이다.
- 하브팜1은 50m2의 면적, 깊이 60m의 대형 사각 가두리 6개가 설치될 수 있어 최대 200만 마리,
10,000톤의 연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외해의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10m의 파고에 버틸 수 있다.
- NSK의 설계자는 하브팜1이 식물성 부착생물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정박 시 이 구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시설은 7명의 관리자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약 천 톤이 수용 가능한 사료보관소에서
자동으로 사료를 공급하게 된다.
- 하브팜1은 2020년 2분기 내에 하드셀뢰야(Hadseløya) 남서부 어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양식면허가 발급된 적이 없던 지역이지만, 노르드락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신규
연구면허 21개를 취득했다. 노르드락스의 대변인은 2020년 2분기부터 하브팜1을 이용한 양식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1) 같은 형의 2개의 선체(船體)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갑판 위에서 결합한 배. 쌍동선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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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연어양식기업, 연어 26만 톤을 생산하기 위한 육상양식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c)
- 육상양식전문 글로벌 기업인 퓨어 살몬(Pure Salmon)은 연간 대서양 연어 26만 톤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 연간 1~2만 톤 생산 규모의 대규모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육상 연어양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 모든 퓨어 살몬의 양식단지는 부화장, 양성장, 가공 시설을 포함한다. 생산-가공-유통 과정을 통
합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깨끗하고 건강하며 신선한 연어를 제공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발자
국을 줄인다.
- 퓨어 살몬은 폴란드에서 최초의 대서양 연어 순환여과양식(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RAS) 시설을 운영 중이며 5~6kg의 대서양 연어 성어를 생산한다. 이 시설은 연간 580톤의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육상 연어양식의 실증단지 역할과 함께 전 세계의 퓨어
살몬 직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장소로도 사용된다. 이 양식장은 8F자산운용(8F Asset
Management)의 사모펀드가 50%, 글로벌 양식지식클러스터 아쿠아마오프(AquaMaof)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퓨어 살몬은 최근 일본에 두 번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순환
여과 연어 양식장인 소울오브재팬(Soul of Japan)을 설립하기 위해 1억 6,200만 달러가 투자되
었으며 2021년 가동 예정이다. 137,000m2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임과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시설에서는 대서양 연어를 최대 10,000톤 생산할 수 있다.

그림 2. 퓨어 살몬이 계획 중인 일본 육상 연어양식장 조감도

출처: https://thefishsite.com/articles/land-based-salmon-farmer-sets-260-000-tonne-target(2018. 11.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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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대규모 양식생산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연어양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좁게는 내만에서 외해 및 육상으로, 넓게는 북유
럽 중심에서 일본, 중국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 양식생산 시설 또한, 한 시설에서 10,000톤 이상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 양식업은 아직까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규모화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기에는 생산의 안전성이 낮고 투자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가 세계 양식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산업적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어업인의 지분투자를 통해 인접한 지역의 양식장을 결합하고 공동생산을 추진함으
로써 소규모 양식장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외해 및 육상으로는 대규모 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기자재 및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산의 규모화 및 기자재 수출산
업화를 이룰 수 있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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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화 소프트웨어의 필요

■ 덴마크는 양식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a)
- 덴마크 녹색개발･실증 프로그램(Danish Gre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gramme,
GUDP)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양식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양식업계 및 관련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가 등록한 데이터이다.
- 이 프로젝트는 덴마크 양식 기자재 업체인 옥시가드(Oxyguard)가 주도하고 있다. 옥시가드의 포우
피터센(Paw Petersen) 대표는 “연결성, 책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양식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스마트 양식이 필요하며, GUDP프로젝트는 스마트 양식 시대에 대비한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IT와 양식업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양식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같은 기술을 기
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양식장의 생산을 증진하고 사료 및 산소 사용을 최적화하며 양식생
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돕는다.
-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말(BioMar), 대니시살몬(Danish Salmon),
아쿠아프리(AquaPri), 단아쿠아(Danaqua), 알레아쿠아(Aller Aqua), (Kongeåens Dambrug),
덴마크공과대학 양식연구소(DTU-Aqua) 및 코펜하겐 대학교(University of Copenhagen) 등의
덴마크 양식 사업체 및 연구소가 참여한다.

■ 사료공급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530만 유로를 투자했다.b)
-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투자기금인 아쿠아스파크(Aqua-Spark)는 노르웨이의 기술 기업인 케이
지아이(CageEye)에 2016년부터 530만 유로를 투자했다. 케이지아이는 2019년에는 아쿠아스파
크와 브리드리플라이(Breed Reply)로부터 250만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기금을 통해 케
이지아이는 R&D에 투자하고 고객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 케이지아이는 양식장 관리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이다. 음향 데이터 및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양식장 내 생물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에코 사운더(echo-sounder) 기
술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자는 어류복지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료공급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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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케이지아이의 에코 사운더는 연어 양식 생산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정확한 사료
공급은 과다 또는 과소 급식으로 이어지며, 이는 심각한 사료 손실, 높은 사료 전환율 (FCR) 및
느린 성장을 초래한다.
- 현재 연어양식 기술 수준은 광학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제한된 시야만을 제공
하며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 반면 음향기반 시스템은 가두리 전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사료 공급 후 어류 반응을 통해 추가 사료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연어의
행동 및 그에 따른 사료공급 결정에 대한 데이터셋은 소프트웨어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그림 1. 케이지아이의 에코 사운더 작동 개념

출처: https://thefishsite.com/articles/feed-efficiency-system-lands-vc-funding(2018. 11. 2. 검색)

■ 보다 효율적인 양식생산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생산을 위해 다양한 기자재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재를
운영하는 기반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이다.
- 덴마크의 GUDP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양식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IT 기술과 양식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노르웨이의 케이지아이는 기존의 사료공급 시스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향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료공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음향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어류의 움직임에 따른
사료공급 의사결정 모델이다. 음향기술은 어류의 움직임을 감지함으로써 수중 카메라를 통한 육안
관찰을 대체할 뿐 사료공급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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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기자재 및 기술 개발의 혁신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계학습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래의 양식업은 스스로 진화해나갈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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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폐수, 새로운 식품원료의 가능성 확인

■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 연구진은 수산물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부터 유익한
영양소를 추출하여 식품이나 양식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a)
- 청어나 새우, 홍합과 같은 수산물을 필렛, 염장, 자숙(삶기) 등의 가공처리 시 다량의 물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1톤의 청어를 염장하기 위해서는 7,000-8,000리터의 물이 사용되며, 껍질을 벗긴 새우
1톤당 50,000리터의 물이, 생새우의 경우 3톤을 생산하기 위해 동일한 양의 물이 사용된다.
- 수산물 가공에 사용된 가공수에는 단백질, 펩타이드, 지방 등 유익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추출할 기술의 부재로 단지 ‘쓰레기’로 취급되어 왔다.
- 샬머스 공대 생물공학과 Ingrid Undeland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Novaqua 프로젝트’의 성공
으로 인해 수산물 가공수 내 유익한 영양소를 식품이나 사료 또는 미래의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 Novaqua 프로젝트는 수산물 가공수에서 영양분을 추출･재활용하여 혁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시작되었다.
- Novaqua 프로젝트 연구팀은 수산물 가공수 성분을 측정한 결과 최대 7%의 단백질과 2.5%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새우 가공수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활용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astaxanthin) 또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산물 가공수 내 함유된 단백질의 98%, 지방의 99%까지 추출 가능하며, 영양소는 반
고체상태의 에너지자원(biomass)과 액체 두 가지 형태로 추출 가능하다. b)
- 액체 형태의 가공수 영양소 추출물을 냉동수산물에 코팅한 결과, 물로 냉동수산물을 코팅한 경우에
비해 수산물의 부패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액체 형태의 가공수 영양소를 코팅제로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액체 형태 가공수 영양소는 미세조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고체상태의 추출물은 차후 단백질 공급원이나 천연 색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양소 추출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당 기술은 식품의 ‘재활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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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노동 착취, 남획을 촉진

■ 현대판 노동 착취는 먼 바다에서 어획하는 원양 선단이 수익을 남기고 남획을 촉진하는
'숨겨진 보조금'에 다름이 아니다.a) b) c)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이하 UWA)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하 UBC)의 공동 연구팀 '우리 주변의 바다'(Sea
Around Us)는 UBC의 어업 데이터와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GSI)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해당 원양 선단들은 높은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소속 국가의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어획함으로써 실제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아 남획이 쉽다. 또한, 감시 소홀 등으로 인한 고강도 저
임금 노동착취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의 어획량은 매년 120만 톤씩 감소하면서 많은 선진국의 원양선단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조건을 줄임으로써 노동 비용을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감시
소홀 등 문제와 겹쳐 불법 어업 및 노동 착취가 쉬운 환경이 되었다.

■ 불법어업과 노동 학대로 어획된 수산물은 공급망에 섞여 시장에 소비된다.a) b) c) d)
- 불법 어업 및 노동 착취로 잡힌 어획물이 공급망에 들어오기 전 합법적으로 잡은 어획물과 섞이게
된다.

그림 1. 노동착취로 어획된 수산물 공급경로

출처: https://theconversation.com/how-to-keep-slave-caught-seafood-off-your-plate-105861(2018. 11.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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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미국, EU, 호주 등 "노예 노동"의 위험이 낮은 시장이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
하게 된다.
- 미국의 경우, 국내의 노동착취 위험은 낮으나 전 세계 수산물 수입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 중 노동착취로 생산되거나 가공될 가능성이 8배 증가한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공급망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모두 투명한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2. 수산물 수입을 통한 국내 소비 수산물이 어업 노동 착취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8-07118-9#Fig3(2018. 11. 15. 검색)

■ 수산물 공급망 등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c) e) f)
- 지속가능성과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장 지위를 활
용하는 '해양 관리를 위한 수산식품 사업'(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이하
SeaBOS)과 같은 업계 주도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급망 감시는 블록체인 원장과 스마트 수산물 라벨링과 같은 기술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보안을 향상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우리나라 또한, 불법 어업과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 블록체인 도입 등 투명한 공급망 구축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우성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wslee@kmi.re.kr/051-797-4565)

46 |

참고자료

a) https://phys.org/news/2018-11-modern-slavery-overfishing.html(2018. 11. 16. 검색)
b) http://www.seaaroundus.org/modern-slavery-promotes-overfishing/(2018. 11. 16.
검색)
c)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8-07118-9#article-info(2018. 11. 16.
검색)
d) https://theconversation.com/how-to-keep-slave-caught-seafood-off-your-plate-10
5861(2018. 11. 15. 검색)
e) Österblom, H. et al. Transnational corporations as ‘keystone actors’ in marine eco
systems. PLoS ONE 10, 1–15 (2015) (2018. 11. 16. 검색)
f) Hardt, M. J., Flett, K. & Howell, C. J. Current barriers to large-scale interoperabili
ty of traceability technology in the seafood sector. J. Food Sci. 82, A3–A12(2017)
(2018. 11. 16. 검색)

| 47

해양환경 영향력 저감을 위한 연어양식프레임 변화

■ 스코틀랜드, 친환경 연어양식을 위한 구조변화의 필요성이 부상되다.a)
- 대서양 연어 생산국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에서는 환경단체와 연어양식업체 중심으로 연어양식장의
환경영향력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스코틀랜드의 환경보호단체(Scotland'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EPA)가 양식장 5곳
중 1곳이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환경영향력 최소화와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여
양식 프레임의 변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 연어양식업자들은 양식과정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양식장을 이전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미래 연어양식을 위한 환경제도 수용과 투자에 대한 의지
그리고 방향 등을 엿볼 수 있다.

■ 친환경 연어양식의 기준 강화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다.b)
- 스코틀랜드의 환경보호단체(SEPA)는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배설물, 찌꺼기, 잔류 사료와 약품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바다물이(sea lice)를 제거하기
위해 쓰는 약품이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더 오랫동안 바다에 남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 환경보호단체(SEPA)는 배출 오염물질,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컴퓨터 모델링으로 영향력의 정확
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양식장 위치 선정과 수용 가능한 바이오매스 추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그리고 더 멀고 깊은 수심에서 연어양식이 이뤄져야 오염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먼 바다 연어양식
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 스코틀랜드 연어 생산자 단체(Scottish Salmon Producers Organisation, SSPO)에서는 환경보
호단체의 새로운 규정 제안에 대해,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어양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해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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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연어양식을 위한 R&D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c) d)
- 실제 양식업자들 사이에서는 환경보호와 어류복지 향상 차원에서 R&D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연어
양식업체인 스코틀랜드 바다 양식(Scottish Sea Farms, SFF)은 최근 약 18.6억 원(128만 파운
드)에 달하는 R&D 보조금을 스코틀랜드 경제발전단체에서 받았다.
- R&D 부문은 1) 2019년 개장 예정인 순환여과시스템에 기반한 부화장으로 어류 건강과 복지를
최적화하는 조건 구축, 2) 가공시설의 어체 처리법 개발, 3) 해면 양식의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류 및 파동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4)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부산물 재활용, 5)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대별된다.
- 스코틀랜드 바다 양식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와 노력은 건강한 연어를 양식하는 것은 물론이며, 가장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미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R&D 투자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는 어류 가두리양식만을 대상으로 어장환경 평가를 하고 있어, 해역 전체의 지속
이용을 위해서는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환경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해상양식의 일부 단계를 순환여과시스템으로 전환,
양식 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환경민감도 측정을 위한 데이터 축적 등에 대한 R&D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채령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chaelee@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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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매력성 확보가 우선
■ 도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a)
- 정부는 2019년도에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도
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개발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과 전라남도의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어촌뉴딜 300은 현 정부의 10대 투자 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도
서･어촌 개발 사업이다.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나라 도서개발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도서 개발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외부자원을 이용한 개발형태와 내부의 자원을 이용한 도
서개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오시마(直島)는 외부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b) c)
- 나오시마 사례의 성공핵심은 도서 재생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에 의해 섬 전체가 예술 섬으로 바뀐
것이다. 이 도서는 구리 제련소가 있었던 섬으로 90년대 이전까지 보잘 것 없었으나 안도 다다오
(安藤 忠雄) 건축연구소에서 만든 지중미술관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예술제의 개최와 지속적인 예술
공간의 확보로 인해 지금은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나오시마는 죽어가던 섬을 외부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와 예술제의 유치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단합
으로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술제가 지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있다. 예술제의 특성상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낳을 수도 있다. 주변의 많은 예술
제가 개최됨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 비해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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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오시마 위치 및 미술관

출처: http://benesse-artsite.jp/en/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2018. 11. 9. 검색)

■ 아이노 시마(相島)는 내부의 매력을 발굴, 활용하였다.d) e)
- 아이노 시마 사례의 성공핵심은 그 지역적인 특성인 고양이를 내부의 매력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으로 이끌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5대 고양이 명소에 선택
되어 미디어에 노출된 것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지역사회에서는 고양이를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팸플릿을 제공하고, 음식점 등 많은 관
광객 편의시설이 고양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의 평범한 관광지에서 최근 지역사회 전체가
고양이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섬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고양이 섬으로 알려지기 이전에는 감소하고 있었으나 고양이 섬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도에 약 5만 1천명에서 2016년에는 약 6만 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섬으로 들어가기 위한 임시 배편 또한, 2014년도 7회에서 2016년에는 43회로 증가하였다.
- 반면 또 다른 고양이 섬으로 알려진 아오시마(青島)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
인구가 2018년 기준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같은 고양이 섬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관심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림 2. 아이 노 시마 위치 및 풍경

출처: https://www.asahi.com/articles/photo/AS20171104001128.html(2018. 11.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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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개발에 있어 지역의 매력성 확보가 우선이다.
- 도서 개발의 성공사례로 나오시마와 아이노 시마를 살펴보았는데 두 성공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섬의 특성에 따라 매력성의 근원지가 외부 또는 내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 외부의 자원을 이용한 나오시마의 장점은 쉽게 매력성을 만들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형
태의 도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내부의 자원을 이용한 아이노 시마는 그 매력성이
부가적인 꾸밈이 없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매력성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어촌뉴딜 300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각 도서가 가진 매력을 찾는 성공적인 도서 개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고민규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mggo@kmi.re.kr/051-797-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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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오징어·문어 어획 감소로 국제가격 상승

■ 올해 초 세계 오징어 생산은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다시 생산량이 감소하
면서 국제가격이 상승하였다.d)
- 페루 정부는 2018년 대왕오징어의 어획 쿼터를 60만 9천 톤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페루
해역의 오징어는 자원량 감소로 인해 어획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페루에서 대왕
오징어는 연간 약 50만 톤을 어획하는 어종으로 멸치 다음으로 생산이 많다.
- 세계 최대 오징어 산지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올해 초 EEZ 내에서의 어획은 호조를 보였으나,
EEZ 밖의 중국 등 외국 어선들의 어획은 불안정했다. 4월 말, 아르헨티나 앞 공해상에서 오징어
11만 톤이 어획되었으나 이는 작년 어획량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일렉스 오징어의 경우, 올해
1분기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나 2분기는 매우 저조했다.

■ 문어 또한, 저조한 어획량과 세계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a) b) c)
- 올해 봄부터 시장에는 문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국제가격이 상승했다. 주 생산지인 아프리
카의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지역의 어획량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낮은 해수 온도로 인해 연체류의
성장이 저하됐고 모로코 정부의 엄격한 어획제한으로 어획량이 작년의 60% 수준에 그쳤다.
- 문어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서 주로 문어를 수입해왔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오징어와 문어의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관찰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1~9월 우리나라 오징어 수입량은 8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했으며
가격은 15.6% 올랐다. 이는 수입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페루, 중국, 칠레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문어 수입량은 8천 28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으며 가격은
35.1% 상승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수입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입이 위축되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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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오징어와 문어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교역과 국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관찰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1. 유통되고 있는 수입 문어

출처: https://asia.nikkei.com(2018. 11. 13. 검색)

류희영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hyryu@kmi.re.kr/051-79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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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USMCA 협정서의 수산업 관련 조항
■ 미국･멕시코･캐나다, NAFTA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USMCA)을 맺다.a)
-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새로운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
다. 미국과 멕시코는 같은 해 8월에 북미자유협정 개정에 이미 합의했으며,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3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각 국의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최종 서약식을 할
예정이다.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세 조항은 NAFTA와 동일하게 유지된다.b)
-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출에 있어서 對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또한,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017년 기준 캐나다는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63%를, 멕시코는
약 55%를 미국에 수출한다.

그림 1. 2017년 멕시코 및 캐나다의 수출 비중 현황
멕시코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비율

17.93%

캐나다의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비율

13.90%

2.10%
2.84%

5.59%

5.03%

5.72%

55.95%

13.85%

62.27%

7.04%
7.78%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중국

기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영국

기타

주: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121221류, 121229류, 1604류, 1605류의 합으로 계산함
출처: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2018. 10. 25. 검색)

- USMCA 협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역내관세는 NAFTA와 마찬가지로 영(0)세율로 유지되면서 멕시
코와 캐나다 소재 수산 관련 기업들은 무관세율과 지리적인 근접성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
위를 계속 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산물은 미국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각각
1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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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 보존 명시 조항이 추가되었다.c)
- 주목할 사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문 제24장(제17~제21조)에서는 협정국의 환경과 자원의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수산자원 및 해양생
태계 보존을 위한 협정국의 의무 및 역할에 대한 조항이다.
- 제17조부터 제19조는 어획과 관련된 협정국의 의무를 지시한다. 17조는 어업인 간의 상생을 위한
수산자원 남획의 금지를, 18조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치어 어획 금지,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
호, 독성 물질 사용 금지를, 19조는 어종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지정 어류 어획 및 미허가 부산물
어류 채취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0조는 어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다루고 있다. 조업과정에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
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며, 보조금 지급 시 다른 협정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 제21조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다룬다. 협정국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선박의 감시･관리감독･규제 등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또한, 협정국
간의 IUU어업 퇴치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IUU 어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협정 이후 교역량 변동의 관찰이 요구된다.
-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새롭게 출범할 무역협정은 공산품 및 농업에 대한 많은 규정이 변경되었다.
반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관련 관세규정은 NAFTA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역내 교역에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수산물 기업들의 對북미 수출여건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협정 서명 이후 발생할 외생적인 변화 가능성을 예상하여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

신진원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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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식산업 효율화 위해 자동 치어선별시스템 개발 중

■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일본 긴키대학이 공동으로 자동 치어선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a) b)
- 올해 8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 도요타 통상, 긴키대학 수산연구소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 치어선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이 시스템은 양식장에서 치어를 출하 할 때 양성상태가 불량한 치어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치어선별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어선별은 작업자가 장시간
동안 치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된다.
- 이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일부 어가에서는 치어선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
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인력을 활용하여 치어를 선별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로 치어를 이송시킨 다음, 작업
자들이 치어를 손수 선별한다.

■ 자동 치어선별시스템은 2019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b) c) d)
- 자동 선별시스템은 ① (자동화된)컨베이어 벨트로 치어를 이동 시킬 경우, 치어 이동량을 조절하는
것과 ② 상태가 불량한 치어를 선별하는 단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림 1. 자동 치어선별시스템

출처: http://monoist.atmarkit.co.jp/mn/articles/1809/07/news047.html(2018. 11.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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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균일한 양의 치어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양의
치어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올 경우 선별 작업이 늦어지고, 너무 적은 양이 올라가게 되면 시설
대비 작업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치어를 끌어올리는 펌프의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치어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일정 면적당 치어 수를 분석한다. 일례로 컨베이어 벨트 위의
치어 그림자 크기와 치어와 치어 사이의 간격을 이미지로 분석한다.
- 현재 첫 번째 단계의 경우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생육 불량 개체를 제거하는 작업도 이미지 분석 및 기계학습 법을 사용하여
자동화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역시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양식산업 첨단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관련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양식업 전체가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나, 일본과 같이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산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손 부족 문제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민간차원의 활발한 투자활동과 아울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다.

강경희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hkang@kmi.re.kr/051-7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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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다랑어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고조
■ 참다랑어의 남획을 막기 위한 총 허용어획량 제도에 대해 일본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다.a)
- 참다랑어의 대표 소비국인 일본은, 수산청이 주축이 되어 참다랑어의 크기별(소형, 대형)로, 그리고
연안과 근해어업 등으로 나누어 총 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자원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TAC 제도는 각 지역별･어업군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본 어업종사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높다.

■ 훗카이도 지역의 어업인 그룹은 참다랑어 자원관리 태만을 이유로 국가 상대의 소송을 제
기했다.b)
- 지난 10월, 일본 훗카이도 루모이(留萌)지역의 연안 어업자 그룹은 국가와 훗카이도를 상대로 약
3,7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참다랑어의 어획허용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결과로 긴 기간 금어기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국가와 훗카이도가 자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정부와 훗카이도는 지역별 누적어획량의 파악을 통해 허용어획량 초과시점을
예측하고 사전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했어해야 했다. 그런데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과실로 인해 30cm 미만의 소형어에 대한 어획이 2018년 7월~2019년 3월 동안 금지되었다. 사
실상 이번 분기의 도내 어획 가능량이 거의 없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연안･연승어업 관련단체가 참다랑어 어획량 할당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c)
- 일본 ‘전국 연안어민 연락 협의회’와 ‘전국 연안낚시･연승어업 단체 연합회’는 일본수산청 자원관
리부를 방문, 2019년 이후의 연안어업과 연승어업에 대한 참다랑어 어획량 할당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제시된 의견의 골자는 단순히 과거 어획실적만을 고려하여 어획량을 일괄적으로 할당하기 보다는
여러 동향을 반영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연안어업･연승어업에
신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어업을 통한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획량 할당 시
이를 고려하고 신규 유입인구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수산청 담당자는 향후 개최될 수산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의견을 근거로 어획량할당 방안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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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은 TAC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획량 할당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d) e)
- 일본 수산청은 10월 19일 수산정책심의회를 개최, 연안과 근해어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허용어획량의 할당과 국내외 관리방법을 모색했다.
- 이 심의회에서는 허용어획량 할당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타나카 에이지(田中栄治)
도쿄 해양대 교수는 ‘어획량 정보망과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각 어업협동조합 또는 각 도시 사이의
할당어획량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수산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 일본 수산청은 11월 1일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 제한’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 회의를 통해 과거 어획량에 따라서 지역별,
어업 종류별로 총 어획량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TAC 제도에 관한 민･관간의 의견조율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TAC 제도는 한정된 자원을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제도인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와 각 지역별, 어업군별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우리나라도 이미 TAC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만큼 이번 일본 내 소송의 결과와 의견 조율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박희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mpark@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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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적인 왕게 수입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

■ 그동안 러시아산 왕게(King Crab) 대부분은 한국으로 유통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가계 소득 향상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a)
- 중국 훈춘의 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러시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기업
들과 협상하며 왕게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 중국 세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활 왕게 6,358톤을 수입했으며 그 중 87.8%가 러시아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동안 중국 내 러시아산 왕게 유통은 부산을 경유한 경로로 유입되었지만, 올해 훈춘(Hunchun)캄차카(Kamchatka) 간 항로가 신설되면서 2018년 1~8월 훈춘-러시아 간 왕게 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5억 7,300만 위안에 달했다.

■ 중국 시장에서 고급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동북부 지린(Jilin)성 내륙
도시가 동북아시아의 신흥 수산물 센터로 번창하고 있다.a) b)
-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하락된 왕게 가격은 중국 왕게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 예전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왕게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 중국인들이 수산물 요리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다양한 수산물 레스토랑이 생기고 있으며, 중국 내
왕게의 인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한 수산물 도매업자에 따르면 러시아산 왕게가 보스턴산 바닷가재보다 마진이 높아 베이징 수산물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보스턴산 바다가재는 중국-미국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이 kg 당
280위안으로 급등한 반면 러시아산 왕게 가격은 어획량 증가로 중국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kg 당
200위안 수준으로 낮아졌다.

■ 이러한 러시아산 왕게의 초과공급으로 중국 내 왕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c)
- 2018년 9월, 베이징의 왕게 가격이 kg 당 200위안까지 떨어졌으며, 상하이와 광저우 역시 kg 당
각각 220위안, 240위안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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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중국 명절에는 수요증가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지만, 올해 국경절(National Day)과 중추절
(Mid-Autumn festival) 기간 동안 왕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 중국의 한 유통업자에 따르면 최근 왕게 가격이 대폭 하락돼 반등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급격한 소비량 증가는 중국과의 수입경쟁 심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러시아 왕게 어획량 호조로 우리나라의 수입량이 늘고 있지만, 곧 시작될 러시아 해군의 군사
훈련과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떠내려 올 유빙으로 인해 왕게 조업에 차질이 생겨 러시아 왕게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수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주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906)

참고자료

a)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ZzfJoQ0OXXFO4f1adcipwHmxGeaK6F
d09WiT7LYbqmpN2AW5EY__phg==/1122152(2018. 11. 5. 검색)
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9/13/c_137465705.htm(2018. 9. 13. 검색)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9/28/king-crab-prices-dive-in-china-on
-good-supply-from-russia/(2018. 9.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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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월 1일부터 132개 수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중국, 2018년 11월 1일부터 1,174개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다.a) c)
- 중국 재정부(财政部)에서 11월 1일부터 농(수)산물, 인화지필름, 플라스틱, 강화유리 등을 포함한
1,172개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1)을 인상하였다.
-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은 수출화물의 국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증치세를 환급하는 제
도로, 기존 내수판매 시 납부해야 할 증치세를 면제하거나 서로 상계한 후 잔여분을 환급해 주고
있다.
- 지난 10월 25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수출 세금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일부 수출품의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관세 체제
간편화 및 수출 환급 정책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내용(2018년 11월 1일 시행 기준)
1) 인화지필름, 플라스틱, 대나무마루, 식물편직물, 강화유리, 조명기구 등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
2) 윤활제, 항공기 타이어, 탄소섬유 및 일부 금속제품의 환급률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
3) 일부 농(수)산물, 벽돌, 기와, 유리섬유 제품의 환급률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
4) 콩깻묵의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5) 그 외 기존에 15%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했던 품목은 16%, 기존 9% 환급률인 품목은 10%, 기존
5% 환급률인 품목은 6%로 모두 인상 조정
주: 진하게 표시 항목은 수산물과 관련있는 부분임
출처: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43788/content.html(2018. 11. 5. 검색)

■ 132개 수산물･수산식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0%로 인상하였다.a) c)
- 수산물의 경우 총 132개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이 중 참치,
대구, 넙치 등을 포함한 원물(03류)은 121개, 미역 등 가공품(12류)은 11개가 이번 발표된 조치에
포함된다.
- 이외에 조미김(HS코드: 200899)과 같은 기존 15%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적용 품목은 16%로
1%p가 인상되었다.
1) 수출 시 환급해주는 국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증치세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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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교역 환경 경색 국면에서 중국 정부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에 수산
물도 포함한다. b)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취소･인하했으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및 수출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2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 이 중 수산물은 2회차 인상 품목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야기된 수출 애로를
일부 경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 이해된다.
- 글로벌 교역 환경이 경색된 가운데,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 수산물 수출에 가져올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관심이 요구된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참고자료

a) https://cafe.naver.com/djtextile/57303(2018. 11. 5. 검색)
b)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43788/content.html1(2018. 11. 5. 검색)
c)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722995/content.html(2018. 11.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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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어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노르웨이
■ 연어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도 급증했다.a) c)
- 중국에서 양질의 신선한 연어에 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노르웨이산 연어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량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한 노르웨이산 연어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544% 증가한 4억4,300만 크로네(5,48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한 달간 노르웨이산 냉동연어의 수입량은 1,942톤으로, 112톤
에 불과한 작년 동기와 대비하여 1,613%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7개월 동안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은 682%나 증가했다.
- 중국과 NSC 홍콩 지부 관계자는 중국의 연어 소비량이 올해 1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4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노르웨이 정부, 중국 연어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우선 과제로 선정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c)
- 노르웨이 수산부는 우선과제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상 진전’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자
유무역 협상을 통해 현재 10%인 연어 관세를 낮추고 중국 수출 확대를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중국 하이난 항공(Hainan Airlines)과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Oslo Airport)을 잇는 직항
노선 운행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

■ 노르웨이의 민간 기업도 중국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
고 있다.b) d)
- 중국에서 가장 큰 식품 공급망 플랫폼 중 하나인 알리바바(Alibaba Group)의 자회사인 허마 프레쉬
(Hema Fresh)는 노르웨이로부터 생산되는 연어를 효과적으로 수입하고자 NSC와 협약을 체결했
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산 연어의 냉동 상태와 운송 정보를 추적･기록함으
로서 중국 소비자에게 양질의 해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또한, 알리바바의 신선 식품 글로벌 소싱 플랫폼인 윈체인(Win-Chain)은 전략적인 연어 수입을
위해 노르웨이 마린 하베스트(Marine Harvest)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상하이에 중국 최초로 연어 가공공장을 개장하고 기술･물류 지원을 활용
함으로써 노르웨이산 연어를 최소 48시간 이내 중국 가구에게 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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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수출에 힘을 모은 노르웨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e)
- 노르웨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업하여 양질의 신선한 연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환경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더욱 거대해지
는 가운데, 노르웨이 연어의 대(對)중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예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oyj1115@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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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intrafish.com/marketplace/1610827/marine-harvest-signs-mou-withalibaba-to-bring-fresh-salmon-to-china(2018. 10.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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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팡가시우스, 對중국･미국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
강세 지속
■ 베트남산 팡가시우스(바사, 메기류)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및
ASEAN 지역이다.a) b)
- 최근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주요 수출지역의 시장점유율이 부정적인 보도, 대체 식품과의 경쟁, 보
호주의 정책 및 일부 지역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 베트남 농림부 장관에 따르면 유럽을 제외한 미국, 중국, ASEAN과 같은 수출 주요 시장에서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8년 팡가시우스 수출액을 약 2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 중국 및 ASEAN 지역에서 급격한 소비량 증가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수출 강세를 이끌고
있다. a)
- 2018년 1~9월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對미국 수출이 보호무역정책 시행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약 3억 7,000만 달러를 기
록하여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약 3억 4,400만 달러)을 돌파하였다.
- 특히 중국에서 흰살 생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
난해 對중국 수출액이 2011년 대비 약 4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였다.
- 또한, ASEAN 지역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수요가 급격히 확
대되고 있으며 최근 시장점유율 추세를 고려할 때 몇 년 안에 유럽 지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미국 간 무역분쟁이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 c)
-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산 팡가시우스가 미국산 수산물의 대체 상품은 아니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수산물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팡가시우스와 같이 저렴한 상품의 중국 내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에서는 중국･미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산 틸라피아의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같은 흰살
생선인 베트남산 팡가시우스가 그 자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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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강화되는 보호주의 정책, 유럽의 팡가시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 및 대체
수산물과의 경쟁 심화는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수출에 위협요인이다.a) d)
- 최근 10년간 베트남산 수산물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덤
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의 급상승이 베트남산 수산물의 對미국 수출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 또한, 유럽에서 베트남산 팡가시우스의 소비가 흰살 생선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와 명태, 대구
등 대체 수산물과의 심화되는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對국가(지역)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월)

중국

161.52
(10.3)

304.78
(17.8)

410.87
(23.0)

376.85
(23.6)

미국

315.49
(20.2)

387.47
(22.6)

344.39
(19.3)

369.17
(23.1)

유럽연합

285.10
(18.2)

261.12
(15.2)

203.02
(11.4)

176.49
(11.1)

ASEAN

135.43
(8.7)

135.22
(7.9)

143.17
(8.0)

145.55
(9.1)

기타

667.62
(42.6)

626.29
(36.5)

686.58
(38.3)

528.18
(33.1)

합계

1,565.17
(100)

1,714.89
(100)

1,788.04
(100)

1,596.26
(100)

출처: http://seafood.vasep.com.vn/51_391_12463/statistics/vietnam-pangasius-exports-2017.htm(2018. 11. 9. 검색)

김병주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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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vietnam-upbeat-on-pangasius
-exports-to-us-china-as-trade-war-looms-large(2018. 9. 29.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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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고등어 자원 감소에 따른 유럽과 미국의 대응

■ 2019년 북동부 대서양 고등어 어획 쿼터 감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그 해결책에
귀추가 주목된다.a)
- EU 11개국 및 비EU 수산업 관련 국가들이 아일랜드 국립수산센터에 모여 고등어 어획쿼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회의에서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소속 11개국의 전문가들은 총 어획량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페로 제도 출신의
대표들과 아일랜드 농림부, 해양식품부, 해양연구소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획량 논의에 있어 어업협회와 각 국가들간 다양한 입장과 의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a)
- 아일랜드 킬리벡(Killybegs) 어업협회 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만족할 수 없을 것이며
지난번 논의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본 논의의 시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이에 아일랜드 해양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권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가능한 모든
정보과 지속가능성 및 고등어 어업과 관련된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등어 자원은 주로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일랜드 최대 어업자원이다.

■ 미국내에서도 대서양 고등어 자원 회복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b)
- 대서양 고등어는 대서양 연어들의 주된 먹잇감으로 중요한 어업자원이지만 대형선박에 의한 무분
별한 남획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서양 고등어 관리를 위한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부 대서양 어업관리협회는 어획 한도를 오히려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집중 어획으로 대서양 고등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올해 초 미국해양대기관리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실시한 평가에 의하면 어획 가능한
고등어 자원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발표되었다.
- 미 의회는 고갈되어 가는 고등어 자원의 어획량 증가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승인했지만 미국해양대
기관리처 산하 수산청은 3개년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수산청은 고등어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 보다 3개년 계획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등어가 고래, 상어, 돌고래,

| 69

물개, 참치 등 많은 종의 중요한 먹이이기에 고등어 자원고갈은 심각한 생태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고등어는 미국 대서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사료 자원으로 활용되며 효과적인 보존 관리
를 통해 신속하게 어획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어획량 증가를 위한 3개년 계획이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향후에는 어획량 한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북동대서양 어획량 기준 TOP5 어종(‘17년 기준)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2017. 11. 9. 검색)

천민수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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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걸프 아랍 지역 수산물 수요
■ 최근 3년간, 걸프 지역의 온라인 ‘수산물’ 키워드 검색이 급증하였다.a) b)
- 파키스탄의 Daily Capital 신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지
역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 국가들 내에서 수산물 관련 온라인 검색 키워
드가 3년 전에 비해 급증했다고 한다.
- 사우디에서의 ‘수산물’ 키워드 온라인 검색은 820% 증가하였고, UAE에서도도 170% 증가한 사
실은 이 지역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준다.
- 이 데이터는 리서치 펌인 SEMrush사의 디지털 마케팅 도구에 의해 수집된 수산물, 어류,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와 같은 식품 단백질 키워드의 검색량을 바탕으로 한 자료이다. 같은 조사에서 동기
간 UAE 내에서 검색된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키워드는 모두 50%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양고기와 닭고기는 22%, 쇠고기는 125% 증가했으나, 이는 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 걸프 지역, 최근 자국의 수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c)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들에게 과체중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한 식단 채택을 권장하며 자국
수산물 관련 산업의 확장과 발전을 장려하는 사업에 최근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UAE에 비해 월등히 낮은 13kg이다. 하지만 양식
연어, 송어, 고등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UAE는 1인당 23kg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주로
섭취하는 어류는 그루퍼의 한 종류인 해머이나 이는 이미 과도하게 양식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UAE 정부는 최근 북반구 어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노르웨이, 새로운 수산물 시장 개척을 위해 걸프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c)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Norwegian Seafood Council)는 중동 지역의 주요 수산물 박람회인
두바이 국제 수산물전(Seafex)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식품 및 음료 및 위생 전시회(Saudi
Horeca)에 참석할 의향을 밝히며, 노르웨이 내 모든 기업들이 동참도록 독려하였다. 두 행사 모두
걸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산물 전시･박람회로서, 매해 식품 및 호텔 업계를 통해 수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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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는 중동지역이 노르웨이가 개척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산물 시장의 주요 타겟이므로 본 행사를
통해 자국 수산물의 존재감을 높이고 향후 수출 확장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까르푸(Carrefour)나
루루(Lulu)와 같은 걸프 지역 주요 대형 할인마트는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요가 여전히 크다며, 주로
소비되는 품목은 연어이나 새우, 조개류, 고등어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있다고 밝혔다.

■ 향후 對 걸프 아랍 지역 수출, ‘건강 식품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걸프 아랍 지역 사막 국가들은 수산물을 포함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천만 명에 달하는 UAE는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사된 수산물
수요 증가는 대 UAE 식품 수출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 걸프 아랍 지역에서 최근 보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수산물 소비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르웨이 등 수산업 선진국의 수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새들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aedeul@kmi.re.kr/051-79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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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식품수출업체, 연말까지 FDA 식품 제조시설 재등록 필수
■ 올해 12월 31일까지 FDA 사이트 내 식품시설 재등록을 해야 한다.a) b)
- FDA 식품시설 등록(FFR-Food Facility Registration)은 미국 내 소비를 위한 식품시설(제조, 가공,
포장, 유통, 저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이며, 매 짝수 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재등록 의무화는 2012년부터 도입된 식품현대화법(FSMA)의 일환으로 2014년 처음으
로 시작되었으며,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 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FDA 자문 그룹인 ‘Register Corp’는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시설은
시설등록 갱신 기간인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식품의약품청(FDA) 사이트에서 시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림 1. FDA 온라인 식품시설 재등록 가이드

출처: 미국 FDA(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324780.htm)

■ 식품시설 재등록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다.a) b) c) d)
-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위한 신규 식품시설은 연중 언제든 FDA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재등록의 경우 매 짝수 해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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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가공시설 등록 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영업정지 가처분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등록되지 않은 식품 가공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미국 내에 반입한 자는 중범죄로 처벌 받고, 미국
내 영업 금지를 당하게 된다.
- 식품시설 재등록은 FDA의 웹사이트에서 기존 계정(Account ID)으로 로그인하여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FDA는 규정 기간(10월
1일~12월 31일) 내 갱신하지 않은 모든 업체에 대해서 기존 등록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
시설 등록을 취소하고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초 식품시설 등록 요건은 2002년 바이오테러리즘법(Bioterrorism Act)에 따라 마련되었다. 초기
요건에 따라, 식품시설은 FDA에 1회 등록만 진행하면 되며, 각종 정보의 업데이트 및 허가 취소
등은 변경사항 발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되었다.
- 하지만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11)은 FDA가 모든 식품시설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등록 요건을 개정했다. 현재 시설의 정보 변동 유무나 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FDA 등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가령 올해 9월 30일 신규로 시설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올해 연말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내년에 신규 공장시설 등록을 하는 업체는 2020년 10~12월 사이에 재등록을
하면 된다.

■ 한국의 對미 식품 수출업체도 해당기간 내 재등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 연말까지 재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관련
제품이 항구 등에서 압수되거나 미국 내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시설 재등
록은 對미 식품 수출의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관련업체들이 규정 기한 내 차질 없이 재등록을 마칠
수 있어야 하겠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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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
UCM624772.pdf(2018.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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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의 가리비 전쟁과 수산자원 분쟁사
■ 올 해 8월 영국･프랑스의 가리비 전쟁은 ‘양국의 어업 규정 불일치’라는 직접적 원인 이
외에도 ‘영국의 가리비 어획량 감소’가 유인이 되었다.a) b)
- 가리비에 대한 영국 어선의 가리비 싹쓸이 조업으로 발생한 영국･프랑스의 어선 간 충돌 사건(일명
‘가리비 전쟁‘)은 양 국의 어업규정에 대한 불일치가 원인이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1. 영국-프랑스 가리비 조업 충돌 구역

출처: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59783.html(2018. 8. 29. 검색)

- 국내 환경법에 의해 5월 15일∼10월 1일의 기간 동안 가리비 조업이 금지되었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이러한 규정사항이 없었기에, 어민들은 해당 수역에서의 가리비 조업이 가능했고 이는 결국
양국의 어선 간 충돌로 이어졌다.
- 그러나 영국해협 가리비 자원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갈등은 이미 2012년부터 이어져 왔고, 따라
서 동 수역에서의 행해지는 영국 어민들의 가리비 조업은 이들이 프랑스 어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해 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영국 선박에 의한 주요 수산물 생산량(1996-2017년)

출처: UK Sea Fisheries Statistics 2017 (p.5, 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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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영국 어민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듯 민감한 수역에서 가리비에 대한 싹쓸
이 조업을 강행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영국의 연간 가리비 생산량
때문이었다.
- 영국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MMO)의 통계보고서는 [그림 2]와 같
이 영국 연간 가리비(Scallops) 생산량이 2012년부터 급감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가리
비 분쟁 수역에서 영국 어민들이 싹쓸이 조업을 강행해야만 했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국가 간 수산자원 분쟁 발생의 이면에는 대부분 자국의 주요 상업적 어종에 대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가리비 전쟁 또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d) e)
표 1. 주요 수산자원 분쟁사
분 쟁명
대구 전쟁
(Cod Wars)
가자미 전쟁
(Turbot Wars)
고등어 전쟁
(Mackerel Wars)
연어 전쟁
(Salmon War)
포크랜드섬 오징어 전쟁
(Falkland Island‘s Squid War)
가리비 전쟁
(Scallop War)
셰르부르 분쟁
(Cherbourg Dispute)
날치 분쟁
(Flying Fish Dispute)
스카버러섬 분쟁
(Scarborough Shoal Dispute)
도거뱅크 사건
(Dogger Bank Incident)

핵심 내용
∙ 1950년∼1970년대 3차에 걸쳐 벌어진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 북대서양 대
구류에 대한 어업권 분쟁
∙ 1990년대 벌어진 캐나다와 스페인간 국제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린랜드산
가자미의 어업권 분쟁
∙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 및 기타 유럽 연합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어 어획량에 대한 쿼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
∙ 190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연어 어업권을 두고 벌어진
장기간 분쟁
∙ 1997년 캐나다 어민이 미국어선을 캐나다의 프린스루퍼트(Prince Rupert)
항에서 3일간 봉쇄(blockade)하는 사건 등을 통해 양국 간 갈등이 심화
∙ 포크랜드섬 지역어민의 주요 상업어종인 아일렉스 오징어(ilex squid)에 대한
아르헨티나 어민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섬 지역어민과
아르헨티나 어민간 분쟁
∙ 2012년을 기점으로 영국과 프랑스 어민간 영국해협의 가리비 어업규정에
대한 양 국간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 2018년 어선간 충돌로 분쟁 심화
∙ 1993년 프랑스의 본토에 근접해 있는 영국해협 소도국(Channel Islands)
연안 어획권을 국제법 등을 통해 영국이 소유하게 됨으로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 간 어업권 분쟁
∙ 200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등에 의해 날치의 회유경로가 변화함
에 따라 카리브해 소도국인 바베이도스(Barbados)와 트리나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간 날치 조업구역 설정에 대한 갈등심화로 인해 발
생했던 분쟁
∙ 석유, 가스 및 다양한 수산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스카버러섬에 대한 중국
과 필리핀간 영토 및 해양자원 소유권 분쟁
∙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 러시아 군함이 영국 트롤어선을 일본군함으로 오해
하여 공격
∙ 이를 계기로 영국이 자국의 어민 보호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던
사건

출처: http://britishseafishing.co.uk/conservation/fish-wars/(2018. 11. 9. 검색)
https://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9350&page=1(2018. 11.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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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와 같이 주요 수산자원을 두고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던 사건의 원인은 대부분 목표 상업
어종에 대한 어업권 확보와 연관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 어종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자원압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 영국･프랑스 가리비 전쟁은 양 국의 어업규정 불일치로 인한 영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영국의 가리비 생산량 급감이라는 사실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리비 어획량 감소로 인한 자원 압력은 영국 어민들이 조업을 위해 프랑스 어민과의 갈등을 빚어
내고 있는 수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이는 국가 간 어업규정의 불일치와 함께 결국 양 국가
간 어선충돌로 이어졌다.
- 수산자원 분쟁사의 흐름에 있어 이러한 영국･프랑스 간 분쟁은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생산(어획)
량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 사건으로, 생산(어획)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초래하게
될 인접국가 간 마찰･갈등에 있어 큰 시사점을 안고 있다.

고동훈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donghun.go@kmi.re.kr/051-79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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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기선 업계, IT 기술개발 위한 협력 강화

■ CMA CGM과 COSCO의 Ocean Alliance가 Maersk와 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를 결성하고, 관련 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a)
- Maersk와 IBM의 블록체인 솔루션인 TradeLens의 대안으로 결성된 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는 CMA CGM, COSCO Shipping, Evergreen, OOCL로 구성된 Ocean Alliance 회
원사와 Yang Ming,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인 DP World, Hutchison Port, PSA International,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 선사, 터미널 오퍼레이터, 세관 당국, 화주, 물류회사 등을
연결하여 공급사슬 상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 위험물 운송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올해 12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 또한, 컨테이너선 시장의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도 선사들이
협의체를 결성하고 있어 주목된다.b)
- Maersk Line, MSC, CMA CGM, Hapag-Lloyd, ONE 등이 참여하여 컨테이너선 산업의 정보
기술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협의체(association)를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협의체는 산업의 디지털화, 표준화, 상호 운용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협의체는 중립적이고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지고 있다.
- 또한, 이 협의체가 결성되면, 내년 초에 다른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참여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이 협의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상업적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선사, 고객(화주 등), 제3자 물류업체 등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표준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예를 들어, TradeLens와 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
등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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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해운부문의 IT 기술개발을 위한 선사, 터미널 운영업체 등의 공동 R&D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IT 기술개발 등의 R&D는 그 결과물이 한 번 도출되면, 그것을 관련 업체와 정부 당국이 공유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거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즉 이러한 해운부문의 R&D 사업은 각 이해당사자의 니즈를 파악해 조정을 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다.
- 따라서 정부, 연구소, 업계 등은 이러한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결성하고, 글로벌
해운업계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병욱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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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해사청,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규제 법안
추진
■ 노르웨이 해사청(Norwegian Maritime Authority)이 자국 해역 내 선박통항과 관련해
훨씬 더 강화된 환경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
- 노르웨이 정부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피오르(fjords)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연료유의 사용을 초
저유황유로 제한하고,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배출통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s,
ECAs)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이번 규제조치는 여객선, 특히 크루즈선의 통행이 많은 피오르 지역에 특정함으로써 크루즈
선박의 오염배출원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 세계적인 해운강국인 노르웨이 정부의 스크러버 사용 금지 발표는 전 세계 해운업계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 c) d)
-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크러버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ECA 설정 때문이다.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 농도를 낮춰주는 스크러버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IMO의 황산화물 규제 대응책으로
비교적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스크러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설치를
마치거나 설치를 결정한 선박이 800척을 넘어선 상태다.
- 하지만 스크러버 사용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스크러버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바다에 버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황산화물이 바닷물에 녹기 때문에 바닷물의 성분이 변할 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는 엔진에서 나오는 유황이 해수와 접촉하게 되고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 및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스크러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조사가 요구된다.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QUR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선박 스크러버 시장은 지난해 9억 2749만
달러에서 2022년 61억 369만 달러로 연평균 45.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선박 스크리버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앞 다투어 개발에 나서고 있다.
- 하지만 메이저 언론사를 비롯하여 스크러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1) 무분별한 스크러버 시장 확대 이전에 스크러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과학조사와 스크러버 효과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1) KMI 월간동향 11월호 해운해사연구본부, “Euronav, 스크러버 설치시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 제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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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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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nav, 스크러버 설치시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 제기
■ 벨기에 유조선 선사인 Euronav는 10월 30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SOx 규제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스크러버 설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a)
- Euronav는 스크러버 설치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투자 회수의 불확
실성으로 대형 원유 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 VLCC) 1척에 대한 스크러버 탑재비용은
500만 달러(원화 약 50억 원) 정도이다.
- 그동안 스크러버 탑재를 추진한 선사들은 2020년 이후 규제 적합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현
MGO(Marine Gas Oil) 가격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석유생산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유황유 공급의 조기 확산 계획이
연이어 공표되면서 2020년부터 애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풍부한 양의 저유황유가 공급되어 저유
황유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 석유생산기업인 SINOCHEM은 10월 발표 자료를 통해 2020년 규제 적합유 가격은 MGO
가격을 훨씬 하회한 MGO와 C중유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 Euronav가 제기한 스크러버 설치의 두 번째 문제점은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이다.a)
- 스크러버를 통해 배기가스가 정화되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크게 감소하게 되지만, 배출 폐수(슬러
지)에는 SOx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다.
- Euronav는 해운업계가 육상, 항공업계로부터 대기오염 대책 마련 요구를 받고 2020년부터 발효
되는 SOx 배출 감소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대신에 결국 해운업계의 영업
터전이고 일반인의 생활공간인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 Euronav는 IMO가 미래에 스크러버 설치 선박들을 대상으로 추가 배수(排水) 규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경우 현재 스크러버를 미리 설치한 선사들이 비용 압박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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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nav가 제기한 스크러버 설치의 세 번째 문제점에는 추후 IMO 규제에 대한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a)
- IMO의 규제 준수를 위해 일단 스크러버를 설치해 놓고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C중유를 주입하는 경우이다.
- Euronav는 이미 ECA(배출 규제 해역, Emission Control Area)에서 위반 행위가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외양에서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박들은
수시로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출하고 있
다는 것이다.
- C중유 사용을 위해 스크러버를 설치하지만 실제로는 배기가스를 정화하지 않은 채로 대기오염물
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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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3824(2018. 11. 2 검색)

IMO, 선박배출 오염물질 규제 본격 가시화

■ 2020년 이후 선박배출 황산화물(SOx)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a) c)
- IMO는 2018년 10월 26일 종결된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에서 황산화물(SOx)
규제 시행 연기에 대한 거부를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또한, 탈황장치(Scrubber)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추진 또는 운항을 위한 연소
목적의 고유황 연료유 활용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2020년 3월 이후 적용
된다.
- 이러한 결정은 지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지지함과 동시에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를
통한 이행여부의 점검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 한편, 미국 및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 제시한 경험 축척기간(Experience Building Phase,
EPA)의 도입에 관해서는 합의를 유보하였다. 하지만 이행 감독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확인하였다.
- 향후 황산화물(SOx) 배출량 규제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박이 새로운 연료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 역시 구체화 단계에 도입했다.b) c)
- IMO MEPC 73차 회의에서 2018년 4월 MEPC 72차 회의에서 채택한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전략의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 이에 따라 각국은 2019년 5월 개최되는 MEPC 7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단기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 DNV-GL은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및 선박에너지효율관
리계획서(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IMO는 2019년 실시 예정인 제4차 온실가스 조사(4th GHG Study)를 위한 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 개발에 도입하였으며, 조사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Expert Workshop)
및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설립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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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Marine Plastic Litter),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d)
- MEPC 73차 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다루는 작업 계획(Action
Plan)이 합의되었으며, MEPC 7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선박평형수관리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시스템설계제한지침(Guidance on System Design
Limitation)을 승인하는 등 선박평형수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다예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daye@kmi.re.kr/051-79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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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착수
■ 미국 국토안보부 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설립될 예정이다.a)
- 미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내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임무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 시설 보안기관법(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Act) 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보안프
로그램부(NPPD)를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 시설 보안 담당국(CISA)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 조직(CISA)은 사이버 보안부, 사회 기반 시설 보안부, 긴급 통신부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가
전체의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 전체의 사이버 방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고 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적의 기관인 국가보안프로그램부(NPPD)에서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일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시설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b) c)
- 최근 독일 연방 정보보안청(BSI, German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은 ‘2018년
독일 IT 보안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주정부기관, 중요 기반시설,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신종 위협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화에 따른 위협 수준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사이버위협 요소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targeted
attacks)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
원들의 사이버 보안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최근 독일 국방부에서도 2020년부터 운항 예정인 다목적 MKS 180 군함과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 기능 강화 및 훈련 시설 확대 등의 예산을 기존 약 5억 유로에서 약 7억 유로(한화 9,000억
원)까지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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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추가적인 사이버보안 방안을 개발하고,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한 해상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방부 전반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싱가포르 및 캐나다, 사이버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d)
- 지난 11월 14일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였으며,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 이 협정은 사이버위협 및 공격 사례, 인적자원 개발 우수 사례, 사이버보안 기술 인증 및 표준화,
지역별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ASEAN의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은 현재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슈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강력한 국제 파트너쉽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 싱가포르는 호주,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미래 사이버보안 강화 및
관련 산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박혜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rpark@kmi.re.kr/051-79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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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 해양업계, 사이버 공격 대응 준비에 취약

■ 미국 존스 워커 사(Jones Walker LLP)는 업계 최초로 해양 사이버보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a)
- 존스 워커는 해양기술협회(Marine Technology Society)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해양공학
회의 오션스(OCEANS)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미국 해양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이 상당한 사이버 보안 위
험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 이 설문조사는 126명의 업계 고위 간부, 주요 정보 기술담당자 및 미국 해운회사 주요 관리자들의
응답이 반영되었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 전문가를 포함하며, 해양산업의 핵심 분야를
대표한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해양산업은 사이버 공격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a) b)
- 특히, 종업원 400명 이상 미국의 대형 해운기업의 약 80%와 전체 업계 응답자들의 38%가 지난
1년 이내에 사이버 공격자가 자기 회사를 목표로 삼았었다고 답하였다.
- 설문 응답자 중 10%는 데이터 유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답하였으며, 28%는 데이터 유출은 일어
나지 않은 실패한 공격 시도라고 보고하였다.
- 응답자의 69%는 해양산업의 전반적 사이버 보안대책에 확신을 나타냈지만, 64%는 자신의 회사가
사이버 침해를 받게 될 경우 광범위한 비즈니스, 금융, 규제 및 홍보 관련 결과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a) b)
- 중소기업은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응할 준비가 대기업보다 훨씬 덜 되어있다. 대기업의 모든 응답
자는 데이터 침해 방지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사원 1인~49인 기업)의
응답자 중 6%와 중견기업(사원 50인~400인 기업)의 19%만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하였다.
- 중소기업은 가장 근본적인 보호조치 조차 갖추지 못한 채 막대한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92%와 중견기업 69%의 응답자가 사이버 침해 보험이 없다고 한데 비해, 대기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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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97%는 사이버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
조차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손실을 당할 수 있음을 본 조사에서 알 수 있다.

■ 이번 조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조치의 마련에 대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
리는 계기가 되었다. a) c)
- 설문조사 결과의 공동작성자인 앤드류 리(Andrew Lee)는 업계에서 사이버 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는 잘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요한 사이버 보안
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원 교육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테스트 등에서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업계와 정책입안자들 모두에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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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통부, 북극항로 결빙해역 운항 요건을 완화한 NSR
운항 규정 개정안 발표
■ 러시아 교통부가 북동항로(NSR) 결빙해역 운항 조건을 완화한 NSR 운항 규정 개정
안을 발표했다.a) b)
- 러시아 교통부는 NSR 해역 운항 규정 개정안 발표를 통해 2019년 5월부터 북동항로 결빙해역
운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 현재 러시아 관할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 NSR)는 7개 주요 해역1)별로 결빙 상태에
따른 선박 운항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11월 30일 이후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NSR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Arc7급 또는 그 이상 대빙등급의 선박으로 제한된다.
- 하지만, 러시아 교통부는 현 규정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개정안을 통해 해역구분을 28개로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낮은 대빙등급을
요구하는 해역구분이 추가됨으로써 낮은 대빙등급의 선박의 NSR 운항 범위 확장, 쇄빙선 활용
최적화, 화물운송 시간 감소, 사베탕 항만 등의 연중 항만을 드나드는 수송선박의 작업 효율화
등을 이루고자 한다.

■ 규정 개정에 따른 안전운항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며, 최대 수혜자는 노바텍이 될 전망
이다. b) c)
- 2018년 봄 노바텍의 LNG를 실은 Arc7 LNG 운반선 Boris Vilkitsky호가 선박의 문제로 한시적
으로 Arc로 등급이 하향되어 러시아 교통부와 북동항로청(NSRA)가 선박을 임시 억류한 바 있다,
이에 노바텍과 로사톰플롯은 선박의 Arc 4로 등급이 낮아졌어도 안전하게 운항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이후 교통부에 NSR 운항 규정을 개정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정 완화에 따른 안전 운항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바다얼음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운항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안은 주로 겨울철 운항과 관련된 변화가
예고되는데, 겨울철에는 여전히 운항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말 LNG 사업과 관련
하여 노바텍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NSR 서부운항로는 올해 10여년 만에 가장 혹독한 결빙 환경이
형성되면서 여름 초에도 Arc7 등급 LNG선이 NSR를 통과하기 위해 핵추진 쇄빙선을 대동해야
했다.
1) 카라해 남서부 해역, 카라해 북동부 해역, 라프테프 해 서부해역, 라프테프 해 동부 해역, 동시베리아 해 남서부 해역, 동
시베리아 해 북서부 해역, 추크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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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RA가 NSR 운항 규정을 강제할 권한이 적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2015~2017년 기간 중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됐으며, 2017년에만 거의 100여건이 적발되면서 2018년에는 NSRA가
규정 위반 사례를 비공개하기 시작했다.
- 현재 러시아는 NSR를 경쟁력 있는 운송로로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NSR 물동량을 8,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지난 해 NSR 물동량은 1,000만에 이르렀으며, 금년도에는 이미 8월까지 물동량이 전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 NSR 물동량 중 상당 부분이 LNG로 구성될 것으로 노바텍의 야말 LNG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Arctic LNG-2 사업 등은 노바텍과 러시아의 주요 우선순위 사업이지만, 현재 LNG 수출에 필요한
쇄빙 LNG선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한편, 러시아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가장 많은 기온변화가 일어난 곳은
카라 해와 축치 해로 평균기온에 비해 최대 섭시 13도 높았다. 또한, 1998-2005년 기간 동안
NSR 얼음면적은 20만 ㎢로 약 7배 감소했지만, 2005년 이후 NSR 얼음면적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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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항로 운항 확대 추진
■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구간을 확대하여 북극항로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a) b)
- 러시아 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내빙선박도 운항할 수 있는 구간을 추가로
설정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기존의 북극항로 7개 구간에 일부 구간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 지난해 북극항로를 통해 약 1,000 만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으며, 현재 LNG와 석탄이 주로 운송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1,700 만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3년 이후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통해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냉동생선 수송사업도 준비
하고 있다. c)
- 러시아 로스아톰(Rosatom)사는 내년부터 1,3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에 극동지역의 냉동
생선을 실어 러시아 서쪽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노르웨이 연어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산물을 국내에서 조달
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냉동생선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화물이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운송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는 북극항로에 친환경선박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d)
-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ovcomflot)는 지난 10월에 신조선박으로 인도된 아프라막스급 LNG 추진
원유운반선을 북극항로에 투입해 운항하였다.
-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총 7척의 동일한 선박이 인도될 계획이다.
- 한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는 동일한 선박 2척을 블라디보스톡의 쯔베다(Zveda) 조선소에서
추가로 건조할 방침이다.
- 이와 같이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통해 자원을 운송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관련 선박 등을 확보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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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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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 내 환적처리량 증가로 공 컨테이너 유통체계
중요성 갈수록 제고
■ 컨테이너 정기선 물동량의 증가와 Hub & Spoke 등 다양한 해운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공 컨테이너 배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a)
- 세계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6년 6억 9,950만 TEU에 달하며, 이중 공 컨테이너 처리량은
1억 7,240만 TEU이다.
- 부산항에서 2016년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량 1,946만 TEU 중 333만 TEU가 공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의 유통이 부산항 On-dock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공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터미널내 처리는 컨테이너 상태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 확인,
후속 조치(세척, 검역, 수리 등), 재배치 등이 수반된다.b)
- 컨테이너 터미널내 운영효율은 안벽, 마샬링야드, 컨테이너 장치장(container yard), 검사장
(examination slot), 통관과 검역 검사, 게이트 등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결정된다.
- 외국의 경우, 검사대상 공 컨테이너를 다단적하고 리프트(scissor lift) 혹은 레이져 검사기(laser
scanners)를 이용하여 검사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아울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종 생물의 유입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과 공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와 유통체계가 필요하다.c)
-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붉은 불개미가 고베, 하카다, 요꼬하마, 동경, 나고야, 오사카 항만 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응 중이다.
- 일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월 요꼬하마항의 붉은 불개미 방재현장을 시찰하는 등 외래종
유입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운송을 통한 외래종 생물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국제
협약의 추진이 필요하다.
-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1972년 체결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CSC) 협약이 있으나 기계적 성능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다.
- 즉 외래종 생물의 유입 등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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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중국 12번째 자유무역시범구로 선정, 해운물류
분야의 빠른 발전 기대
■ 지난 10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을 자유무역시범구로 설립하는 데
동의하고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을 공식 발표하였
다. a) b)
- 올해 4월 13일, 하이난성이 중국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성 전역에 대한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며, 그 다음날인 4월 1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하이난성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식
발표하여 하이난성의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에 주력해왔다.
- 이번 국무원의 ｢총체방안｣ 발표에 따라, 하이난성은 중국의 13번째 자유무역시범구로 정식 지정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개혁･개방 시범정책들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중국에는 2013년 9월 ①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시작으로 하여, ②톈진, ③푸젠, ④광둥
(이상 2015년 4월 설립), ⑤랴오닝, ⑥저장, ⑦허난, ⑧후베이, ⑨충칭, ⑩쓰촨, ⑪샨시(이상 2017년
4월 설립) 11개 자유무역시범구가 운영 중에 있다.

■ 하이난성은 외자유치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2020년까지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이다. a) c)
- 국무원이 발표한 ｢총체방안｣에서는 하이난성 전역을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했으며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 추진 및 ‘생태형’ 서비스 산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제시했다.
- 외국자본에 대해 진입전 최혜국대우,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통한 관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히며, 문화예술, 건축사업,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등 일부 영역의 기존 외자유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 국제무역 및 해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개방 정책들도 실시되어 향후 하이난성의 해운물류
산업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a)
- ｢총체방안｣에는 향후 하이난성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무역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데이터 상호 연동
및 행정수속의 간편화,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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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집중적인 세관 감독과 금융물류 지원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
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 해운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해운기업들을 하이난성으로 유치하고 해운보험, 해운중재, 선박금융
리스 등 관련 부대서비스 업무도 발전시키며 전문화된 제3자 선박관리회사 설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박(non-vessel) 운송, 외자경영 국제선박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 허가권을
하이난성이 가지게 되며, 국제해운기업, 국제선박대리기업의 외자지분 비율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
이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a) https://emwap.eastmoney.com/info/detail/20181016962954572?from=singlemessage&
isappinstalled=0(2018. 11. 15. 검색)
b)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F%BC%88%E6%B5%B7%
E5%8D%97%EF%BC%89%E8%87%AA%E7%94%B1%E8%B4%B8%E6%98%93%E8%A
F%95%E9%AA%8C%E5%8C%BA/16891981?fr=aladdin(2018. 11. 15. 검색)
c)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10/16/content_5331180.html(2018. 11.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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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팍로이드, 3분기(7-9월) 실적발표
■ 독일 하팍로이드는 11월 8일 2018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a)
- 2018년 7-9월 EBIT(이자･세금 반영 전 이익)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억 1,210만 유로
(약 2,717억 원)를 기록했다.
-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1억 1,340만 유로(약 1,452억 원)를 기록했다.
-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0억 3,600만 유로(약 3조 8,896억 원), EBITDA(이자･
세금･감가상각 반영 전 이익)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3억 8,850만(약 4,977억 원) 유로를
기록했다.

■ 하벤 얀센 CEO는 "취급 수송량 증가, 운항 효율화, 그리고 UASC와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벙커유 비용 등 운항 코스트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었다"라고 코멘트
하였다.a)
- 3분기 취급 수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05만 2,000TEU를 기록했다.
- 3분기 평균운임은 1TEU 당 1,055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컨테이
너 시황이 둔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 하팍로이드의 1-9월 누적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a)
- 1-9월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84억 2,800만 유로(약 10조 7,978억 원),
1-9월 누적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8억 1,370만 유로(약 1조 425억 원)를 기록
했다.
- 1-9월 누적 EBIT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억 유로(약 3,843억 원), 1-9월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250만 유로(약 160억 원)를 기록했다.
- 1-9월 누적 수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90만 TEU의 실적이다.
- 1-9월 평균운임은 1TEU 당 1,032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며, 1-9월 기간 중 벙커유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톤 당 95달러 상승하면서 비용 증가 부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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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벤 얀센 CEO는 2019년 전망에서 "벙커유 가격 등 운항 코스트의 상승 압력이 있지만,
선복량 조절을 통한 운임상승이 기대 되는 등 비교적 낙관적이다"라고 코멘트 하였다.a)
-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소 2년간 연간 세계 선복 해체량이 인도량보다 높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한, 2020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황산화물 배출 규제도 노후 선박을 해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선박 수급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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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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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4034(2018. 11. 9 검색)

미국산 대두, 對중국 수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 BIMCO에 따르면, 2018/19 마케팅 연도(9월-8월)의 첫 8주 동안 미국의 대두 누적
수출은 2017년 1,220만 톤에서 2018년 750만 톤으로 39% 감소했다.a)
- 이번 마케팅 연도의 주간 대두 수출량은 지난 해에 비해 꾸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10월
18일 주간 수출량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110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50만 톤 대비
56% 감소했다.
- BIMCO의 수석 해운 애널리스트 Peter Sand에 따르면, 총수출 감소는 해운시장 위축을 가져오
는데 최근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요증가는 미국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어 미국산 대두 톤마일
(tonne-mile)을 더욱 낮추고 있다.

■ 2017/18 마케팅 연도 첫 8주 동안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출 70%를 수입했으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올해는 4%만 수입했다.a)
- 미국은 지난해 첫 8주 동안 미국산 대두를 중국에 850만 톤 수출했으나, 올해는 그보다 97%
감소한 20만 1,700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다.a)
- Peter Sand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 감소는 중국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첫 8주 동안
매주 평균 100만 톤의 대두를 중국에 수출했으나, 올해는 첫 8주간 단 3회에 걸쳐 중국으로 수출
됐다.

■ 현재 멕시코가 미국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다.a)
- 올해 멕시코는 미국 대두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785,400톤을 수입했다.
- 미국산 대두 수입 TOP4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는 미국 대두 수입
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 스페인의 미국 대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02,800톤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집트는 지난 해 미국 대두 수입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각각 508,100톤,
486,700톤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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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간 미국 대두 수출량 추이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imco-us-soya-bean-exports-to-china-are-down-by-97/
(2018. 11. 15. 검색)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hpark83@kmi.re.kr/051-79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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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제재 지난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

■ 미국은 11월 5일부터 대이란 제재를 JCPOA(이란 핵 합의) 이전으로 부활하면서 재개
한다고 발표했다. a) b)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5월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18년 8월 6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7일부터 1단계 제재가
발효됐으며 이란과 자동차,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를 금지했다.
- ’18년 11월 5일, 18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단계 제재가 발효되었으며 이는 ’15년 이란 핵
협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단계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 이란의 항만 운영사업과 에너지․수송․조선산업 등의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 특히 2단계 제재에는 이란 수출 수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유거래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 미국은 이란의 원유 거래국 중 20개국 이상을 설득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급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 일일 수출량은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 미국은 국제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한국 포함 8개국을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으로 인
정한다고 발표했다.c) d)
- 미국은 제재 재개를 발표했지만 이란산 유류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8개국은 예외를 인정
한다고 밝혔다.
- 예외 8개국은 중국,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일본, 터키, 한국으로 향후 180일 간 예외 인
정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이후에는 예외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 한국은 이란산 유류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중 한곳으로 ’18년 9월까지 이란산 유류 누적수입량은
5,820만 배럴로 ’17년 1억 2,879만 배럴 대비 약 50% 감소했다.
- 한국의 이란산 유류 수입은 ’18년 5월부터 미국의 제재 재발을 막기 위해 감소했으며 9/10월
연속 ’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0으로 떨어졌다.
- 하지만 해상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이란산 유류 수입은 ’19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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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 재개는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 f)
- 이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유류 수입 제재뿐만 아니라 700개 이상의 이란 기업,
금융, 항공기 및 선박의 이용금지가 11월 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 이란은 미국의 유류 제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익명의 에너지 교환 플랫폼에서 원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제재 시행 후 1주일간 2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 또한, 미국은 이란 차바하르(Chabahar)항 개발이 아프가니스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로를 건
설한다는 차원에서 제재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의 차바하르항 개발이 중국의 일대일
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조소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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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항,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 위한 터미널 간 통합 지속 추진
■ 최근 홍콩항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증가하는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계 컨
테이너허브 항만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5개 주요 컨테이너터미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a)
- 2017년 해운얼라이언스 재편 이후 홍콩항을 기항하는 정기선 항로는 북유럽 항로 및 지중해 항로를
포함해 5개 항로가 감소한 반면 경쟁 항만인 싱가포르항은 7개의 신규 정기선 항로가 개설되는
등 최근 홍콩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 이에 홍콩항은 운영 중인 5개 컨테이너터미널(HIT, ACT, CHT, MTL, Goodman DP World)
중 3개 터미널(HIT, ACT, CHT) 16개 선석을 2017년부터 통합해 공동운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은 각 기업이 보유한 시설의 설비능력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 최근 Hong Kong’s Hang Seng Management College(HSMC)는 홍콩항은 컨테이너선박의 초
대형화 및 해운얼라이언스 간 대형화로 터미널 내 환적(Inter-terminal transfers, ITTS)이 증가해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선사의 물류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양･적하 비용 등), 터미널
장비 운영을 위한 항만의 운영비용, 환경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콩항 컨테이너물동량 중 환적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약 40%에서 현재 약
70%로 1.5배 이상 증가 했으나, 5개 터미널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터미널 내 환적인
ITT 물동량이 전체 환적물동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홍콩항 터미널 내 화물처리 전경

출처: https://www.joc.com/port-news/asian-ports/more-hong-kong-terminal-collaboration(2018.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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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홍콩항은 항만운영 비용 및 항비 감축, 생산성 증대를 위해 터미널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 c)
- 홍콩항은 ITT 화물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인근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선전항, 상하이항 등에
비해 약 272달러의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선전항 및 싱가포르항의 Terminal Handling Charge는 홍콩항의 약 50% 수준이다.
- 홍콩항은 향후 터미널 통합으로 ITT 물동량을 현 수준 대비 약 50% 이상 감축해 환적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HSMC는 홍콩항의 원활한 터미널 통합을 위해서는 터미널 간 선석 및 야드, 항만시설(크레인 등)
의 공유가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장래 홍콩항 선석 통합 전후 배치도

출처: HKCTOA (Hong Kong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ssociation Limited)

이주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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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발 맞춰 항만 수심도 깊어져야

■ 컨테이너선의 규모 및 적재능력이 증가하고 있다.a)
- 1956년경 등장한 초기 컨테이너선은 137m×17m×9m1)의 규모로, 500~800TEU2)의 적재능
력을 가졌다.
- 1980년에 등장한 파나막스(Panamax)급은 3,000~3,400TEU를 적재할 수 있고, 250m×
32m×12.5m의 규모이다.
-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VLCS(very large containership)로 불리며 2006년에 등장했다.
397m×56m×15.5m의 규모로 15,000TEU 운송시대를 열었다.
- 2013년에 등장한 초초대형 컨테이너선은 ULCS(ultra large containership)로 불린다.
18,000~21,000TEU를 적재할 수 있으며, 400m×59m×16m의 규모에 달한다.

그림 1. 컨테이너선의 발전

출처: https://transportgeography.org/?page_id=2232(2018. 11. 8. 검색)

1) 길이×너비×깊이
2)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컨테이너화물의 단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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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평균흘수는 소형 컨테이너선의 약 1.75배이다.b)
- 흘수는 선박의 수면에서 용골까지의 깊이이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흘수가 높을수록 수심이
깊어야 한다.
- 1,000TEU급의 컨테이너선은 약 8m의 평균흘수를 가진다.
- 18,000TEU급의 컨테이너선은 약 14m의 평균흘수를 가지며, 일부 대형 컨테이너선은 16m의 평균
흘수를 갖는다.

그림 2. 컨테이너선 용량별 평균흘수

출처: https://transportgeography.org/?page_id=2237 (2018. 11. 8. 검색)

■ 증가한 컨테이너선의 평균흘수로 항만의 물길과 정박지 수심을 더 깊게 설계해야 한다.c) d)
- 2016년 8월, 아부다비항만공사(Abu Dhabi Ports)는 칼리파항만(Khalifa Port)의 물길과 정박지
수심을 16m에서 18m로 깊게 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0월 말 버지니아항 개선계획(the Port of Virginia’s Wider,
Deeper, Safer project)를 승인했다.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약 17m의 수심을 확보해 최대
16,000TEU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 국내 일부 항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e) f) g)
-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항 신항 증심
2단계 준설공사’를 수행했다. 이는 수심 17m를 확보해 최대 18,000TEU급 선박을 안전하게 입
출항 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준공당시 7,000TEU급 선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심 15m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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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선석수심은 14m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없다.
- 광양컨테이너터미널 부두는 16m의 수심을 가지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
하기 어렵다.
-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입출항 컨테이너선 수요조사 및 증심관련 경제성 분석을 수행해
항만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참고자료

a) https://transportgeography.org/?page_id=2232(2018. 11. 7. 검색)
b) https://transportgeography.org/?page_id=2237(2018. 11. 7. 검색)
c) https://www.adports.ae/wp-content/uploads/2018/08/Khalifa-Port-Expansion-Plans
_E.pdf(2018. 11. 7. 검색)
d) https://www.dredgingtoday.com/2018/10/26/port-of-virginia-one-step-closer-todeeper-channels/(2018. 11. 7. 검색)
e) http://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17825&boardKey=10&menu
Key=376&currentPageNo=1(2018. 11. 7. 검색)
f) https://www.psa-ict.co.kr/service/service_Layout.psa(2018. 11. 7. 검색)
g) http://www.ygpa.or.kr/kr/yeosu_gwangyang_port/gwangyang_port/facilities_status/
gwangyang_region/container_berth/(2018. 11. 8. 검색)

| 113

파나마 운하 확장과 연관 물류 산업 유치로 환적물동량 증가
기대
■ 기록적인 물동량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파나마 항만당국은 항만시설 능력 확충에 이어
운하 인근지역에 물류단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a) b)
- ’18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총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이중 컨테이너물동량과
액체화물은 각각 12%, 24% 증가했다(회계연도 기준).
- 이에 파나마운하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TOC America 컨퍼런스에서 여전히
환적화물의 처리가 파나마 운하의 중요 사업 분야이지만 환적화물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콜롬비아 국가처럼 배후에 400만명의 인구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많은 수출물동량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운하의 지리적 이점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항만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 파나마 항만당국은 터미널 시설 확충, 물류단지 건설, 신성장 에너지 사업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c)
- 파나마 운하의 Rodman 터미널 근처에 있던 많은 유휴 부지를 올해 초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2백만TEU까지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로 개조했다.
- MSC는 확장된 터미널에서 대서양 횡단 노선과 에콰도르 피더로 연결하는 환적서비스를 수행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또한, 미군이 과거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불모지 1,200ha를 PDI(pre-delivery inspection)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RORO 터미널과 2020년을 대비한 LNG 터미널 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 파나마 항만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Panama’s Logistics Dream‘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19년도에 약 55ha에 이르는 1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이며 2단계 공사는 약 30ha 면적에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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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에즈 운하의 운임할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이라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d)
- 한편 파나마 운하 항만관계자는 운하의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 양국간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분쟁
심화가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파나마 운하 확대개장 시 자국의 통항료를 55% 인하했는데 이
또한, 향후 파나마운하의 극복 과제임을 밝혔다.
- 하지만 예상 밖의 물동량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터미널 시설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은
신규 물동량 창출로 이어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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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ajot.com/news/panama-looks-to-build-logistics-business-along-thecanal-as-transits-and-transhipments-boom(2018. 11. 19. 검색)
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panama-canal-sees-recordannual-cargo-tonnage(2018. 11.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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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ajot.com/news/panama-looks-to-build-logistics-business-along-thecanal-as-transits-and-transhipments-boom(2018. 11. 19. 검색)

| 115

세계 최장 ‘강주아오’ 대교 개통, 홍콩･광둥지역 화물운송
시간 대폭 단축
■ 지난 10월 24일 9시, ‘강주아오(港珠澳,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가 정식 개통되었
으며, 이 대교를 통한 홍콩과 광둥성 주하이(珠海) 간 수출입 화물차의 통관시간은 불과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a) b)
- ‘강주아오’ 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광둥성 주하이에서 홍콩 간 도로화물 운송은 통관시간을 포함
하여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대교가 개통된 후에는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홍콩
수출화물의 경우 2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강주아오’ 대교는 총 길이 55km의 세계 최장의 대교이며, 2009년 12월 착공되어 2018년 10월
24일 개통까지 약 9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1. ‘강주아오’ 대교 안내도

출처: http://www.sohu.com/a/270884561_151241(2018. 11. 15. 검색)

■ 특히 관할세관에서는 ‘원스톱’ 통관 모델을 통해 ‘강주아오’ 대교를 통한 주하이와 홍콩 간
통관 효율을 크게 제고시켰다. a) b)
- ‘강주아오’ 대교의 통관은 주하이(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3개 행정지역 정부가 각각 자기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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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을 담당하나, 주하이와 마카오 세관은 ‘협동 검사를 통한 1번의 통관 모델’을 적용하고 있
으며 두 지역 CIQ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다.
- ‘강주아오’ 대교의 주하이측 CIQ에는 관할지역 세관인 ‘공베이(拱北)세관’이 소재해 있으며, 세관
에서는 주하이, 홍콩 및 마카오를 오가는 여객, 화물차의 ‘원스톱’ 모델을 실현하여 통관효율을
제고시켰다.
- ‘강주아오’ 대교를 통하는 화물은 반드시 세관 사전신고가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차량은 스마트화
된 설비들을 통해 번호판, 차량, 인원의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원스톱’ 플랫폼에 송부되며,
차량은 전체 진입에서 퇴장까지는 보통 3분이 넘지 않는다. 또한, CIQ는 24시간 운영된다.

그림 2. ‘강주아오’ 대교 주하이 도로 CIQ

출처: http://www.sohu.com/a/270884561_151241(2018.11.15. 검색)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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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기반 시설 건설계획 추진
■ 베트남은 내륙수로운송에 대한 잠재력이 높으나, 관련 기반시설이 미흡한 탓에 여전히 도로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a)
- 베트남은 약 2,360개의 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길이 42,000㎞에 이르는 등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 이처럼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여전히 도로운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운송수단별 화물운송 비중을 살펴보면 도로운송(70%)과 내륙수로운송(18%)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내륙수로운송 통해 운송되는 화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도로운송 화물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b)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내륙수로를 이용한 선박은 총 4,72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해당 운송실적은 베트남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2020년(1,710만 톤)과 2030년(3,030만 톤)의
실적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도로를 통해 운송된 화물은 약
4억 톤으로 내륙수로운송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을 크게 웃돌고 있다.
- 물류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륙수로 이용 대비 도로운송의 물류비용이 약 5~7배 높은 수준으로
국가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내륙수로운송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내륙수로운송은 저렴한 물류비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 철도, 및 해운 등 기존 운송
수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 b)
- 내륙수로를 오가는 선박 및 관련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되었으며 적절한 유지보수 또한, 이루어지
지 않은 탓에 도로, 철도, 해운과의 연결성 미흡이 내륙수로운송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운송시장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평가한 후 투자방안,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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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내륙수로운송 시설 확충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련 예산 및 재원확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a) b)
- 베트남 교통부 Tran Bao Ngoc 국장은 내륙수로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운송수단과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송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륙수로운송에 적합한 항만이 마련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베트남 정부는 향후 내륙수로운송 확대를 목표로 도로운송의 비중을 70%에서 50%대 수준
으로 감소하고, 내륙수로운송의 비중을 현행(18%) 대비 두 배 가량 늘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도로 및 교통인프라 관련 예산이 여전히 도로(70%)와 철도(15%)에 집중되고 있어 내륙수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내
륙수로 기반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물류인프라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관심이 요구된다.
김동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kdong@kmi.re.kr/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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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크루즈 선박의 HFO 사용금지 경제적 효과
■ 북극해 운항선박의 HFO(고유황 연료유) 사용 금지 시 크루즈선 이용객은 일일 티켓가
기준 평균 6달러 이상(선상 판매 포도주 한잔 가격)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분석된다.a)
- 제7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북극해
운항 선박의 HFO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 친환경 운송 활동단체인 Transport&Environment의 분석결과 Holland America Line의 크루즈선
MS Rotterdam은 금년 여름 3항차 동안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전환한 바 있다.
-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극해 운항 선박의 HFO 사용금지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을 경우 티켓 가격의
평균 6%, 하루 평균 7유로(8.04 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 또한, 핀란드와 여타 IMO 회원국들이 제안한대로 2021년부터 북극해 지역 HFO 금지가 시행될
경우에 추가 비용은 일당 5유로(약 6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1. 북극해 항해 연료 청정화 비용

자료: Transport&Environment(2018)

- 2021년 규제 도입 시 추가비용 감소는 현재 선박운항 시 이용되는 고유황유와 HFO 사용제한 시
이용될 저공해 해양 가솔린 간의 가격차 감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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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업계는 선박의 HFO 사용금지 조처가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a)
- “북극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며 북극해 지역에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Transport&Environment 그룹의 Lucy Gilliam 해운 담당이 주장하고 있다.
- 그는 또한, “친환경 연료 전환 시 승객당 부담비용이 적은 편이다. 독특한 북극 식생에 오염이
발생할 위험을 저감하는 것이 보다 가치있다.”고 덧붙였다.
- 올 4월 제72회 MEPC에서 핀란드를 필두로 한 몇 개국이 금지조처를 2021년 시행하는 것을 의
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표단은 북극해 HFO 사용 금지 대응조처 개발을 2019년에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 금지조처 시행은 HFO 금지의 비용영향 분석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되며,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OSCO와 MAERSK가 북극해 시범운항을 마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HFO 금지에 대한 보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66)

참고자료

a) Green Campaign 그룹, 교통&환경, 로테르담~보스톤 구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
분석 결과 본 동향은 https://www.llodslist.com/ll/(2018. 11. 16. 검색) 기사문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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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랜드 항, 쿨포트 개장
■ 냉동･냉장화물의 보관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쿨포트(Cool Port)가 오클랜드항에
개장됐다. a) b)
- 운영주체인 ‘리니지 쿨포트 오클랜드(Lineage Cool Port Oakland)’는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의
냉장창고 및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Lineage Logistics)’와 지역 내에서 신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물류회사(3PL)인 ‘드레이스바흐(Dreisbach)’의 합작회사이다.
- 쿨포트의 규모는 25에이커(약 101,171㎡)이며, 냉동컨테이너와 철도･트럭 간의 환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8만 평방피트(약 26,013㎡) 창고에는 90개의 트럭 도크 및 철도 분기 라인을 갖출 예정이며,
연간 1백만 톤의 신선물류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2만 개의 팔레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10만 평방피트(약 9,290㎡) 규모의 하이큐브(high-cube)
다중온도(multi-temperature) 환경을 갖춘 완전(fully) 콜드체인 시설이다.

그림 1. 신규 개장한 오클랜드항의 쿨포트

출처: www.americanshipper.com, www.portodoakland.com(2018. 11. 13. 검색)

■ 쿨포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a) b)
- 쿨포트 측은 농무부(USDA)의 현장검사 및 라벨링 기능은 물론 철도 수송 및 트럭 크로스도크
(cross-dock), 냉동 및 냉장보관, 수출입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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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포트는 소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출업체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냉동제품은 철도로 수송되나 신선한 육류 등은 운송시간이 빠른 트럭으로 주로 수송되고
있어 쿨포트 이용 업체들의 절반 이상은 트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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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americanshipper.com/news/cold-storage-facility-opens-in-port-of-oa
kland-?autonumber=72820&source=main-feed&taxonomy=secondary_infrastructure
(2018. 11. 13. 검색)
b) https://www.oaklandseaport.com/development-programs/cool-port/
(2018. 11.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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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항, 5세대 이동통신 테스트베드로 활용

■ 함부르크 항만당국은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공동
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의 응용 프로그램 현장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a) b)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항만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 핵심
인프라 기술로서 5세대 이동통신(5G)이 대두되어 왔다.
- 이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항만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항만은 물류 허브이자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5G 네트워크 수요가 매우 다른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이에 올해 2월부터 함부르크항은 실제 산업 환경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쌓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자금을 지원받아 5G 모바일 네트워크 아키텍처
(MoNArch)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함부르크항 내 8,000ha 지역을 대상으로 150m 높이의 텔레비전타워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5G
네트워크의 교통 신호 관리 능력, 모바일 센터의 데이터 처리 및 가상현실 능력 등 안전성, 신뢰성
측면에서 테스트했으며, 결과적으로 현장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림 1. 함부르크항 내 5세대 이동통신(5G) 테스트 전경

출처: https://www.hafen-hamburg.de/en/news/port-of-hamburg-5g-applications-pass-field-test---36058
(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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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항의 5G 현장 테스트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아키텍처(5G MoNArch)’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c) d) e)
- ‘5G MoNArch’는 5G 및 그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장 테스트는 2019년 6월까지 5G의 표준화, 네트워크 상용화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선박에 센서를 설치해 항만 전역에 걸쳐 실시간으로 선박의 이동 및 환경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항만 내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해 함부르크항 제어센터에서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5G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 향후 5G는 유선 및 모바일 통신을 통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개념으로 교통신호 관리, 모바일
센터의 데이터 처리 및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함부르크항만 관계자도 “5G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부르크항에서의 5G 현장
테스트는 향후 5G 표준화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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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afen-hamburg.de/en/news/port-of-hamburg-5g-applications-passfield-test---36058(2018. 11. 16.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port-of-hamburg-s-5g-applicationspass-field-test(2018. 11. 16. 검색)
c) https://www.smartcitiesworld.net/news/news/hamburg-port-to-test-5g-2584
(2018. 11. 16. 검색)
d) https://telecomdrive.com/port-of-hamburg-deutsche-telekom-nokia-test-5g-applic
ations/(2018. 11. 16. 검색)
e)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_of_hamburg_becomes_5g_testing_ground
(2018.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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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멕시코 APM 터미널과 파트너십 체결
■ 작년 APM 터미널은 멕시코에서 가장 선진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했다.a) b)
- 아디다스는 자동화 게이트, 효율적인 도크 레일 시설 및 멕시코 시티에 대한 보안 게이트웨이로
화물을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라자로 카르데나스(Lazaro Cardenas) 터미널을 통해 수입 상품의
대부분을 반입했다.
- 아디다스 멕시코는 자사 제품의 약 90%를 아시아(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및
파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다.
- 또한, 아디다스는 2020년까지 매장 선반 제품의 50%를 제조 후 45일 이내에 제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 라자로 카르데나스 터미널의 신속한 통관은 최첨단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 의거, 높은 수준
의 자동화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아디다스가 대량의 수입 화물을 이 터미널로 옮기
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a) b)
- 멕시코에서는 아디다스가 2018년 2분기에 33.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체육과 캐쥬얼 신발,
액세서리 부문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브랜드에 올랐다.
- 아디다스의 2020 전략은 종이 기반 및 개별 프로세스(siloed processes)에서 더 확장된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 가시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신발을 신속하게 제조하는 고도의 자동화된 생산시설인 ‘speed factory’를 건립해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 아디다스 멕시코의 경우 화물의 가시성과 화물보안이 최우선 과제이며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빠른 패션 트렌드를 지원한다.a) b)
- 터미널에서의 화물 보안 조치로 화물의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지원이 가능
하다.
- APM 터미널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아디다스는 화물의 도착시간과 도착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자동화 된 게이트 및 야드 시설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를 픽업해 아디다스의 유통 센터로
이동하는 트럭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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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M 터미널이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 아디다스는 선박 도착, 출하 통지 및 실시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a) b)
- 아디다스는 컨테이너 추적, 픽업예약 및 기타 작업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 아디다스 멕시코의 수석 인바운드 관리자인 Roberto Fernández씨는 “우리는 화물이 야적장에
있는 시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때까지 몇 시간 혹은 몇 분이 걸리는 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라자로 카르데나스 터미널은 수입 물량의 전량(100%)을 당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a) b)
- 세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2~3일 걸리는 타 항만 보다 더 빠르다.
- 아디다스는 멕시코 세관을 통과하기 쉽도록 의류 및 신발류 용기를 별도로 배송한다. 그 이유는
신발류가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Roberto Fernández씨는 “많은 규정 및 준수 사항과 허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특히
신발류의 경우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아디다스는 더 나아가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흐름에 통관 중개인을 포함시키는
자동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멕시코 시티에 복합 운송 철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a) b)
이정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jmlee@kmi.re.kr/051-797-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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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press-releases/2018/adidas-partners-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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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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