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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시민 과학으로 푼다
■ 전 세계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a) b) c)
-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마이크로비즈처럼 처음부터 작게 제조된 1차 미세
플라스틱과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에 의해 작게 쪼개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에는 5조 2,500억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분포하는 것
으로 추정되며, 태평양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2080년에는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Microplastics와 Microbeads 구글 검색 트렌드(2004~2019)*

출처: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date=all&q=microplastics,microbeads (2019.3.17. 검색)
* 빈도는 검색 기간 중 최대 빈도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빈도를 의미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c) d)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 연구동향 변화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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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0~80년대에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된 이후 정체기를 맞았던 해양쓰레기 연구는 2000
년대 후반부터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분포 및 이동경로, 그리고 생물 축적으로 인한 위해성을 비롯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다른 해양오염
문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 해양쓰레기 연구동향(1965~2013)

출처: Ryan, A Brief History of Marine Litter Research, in M. Bergmann, L. Gutow, M. Klages (Eds.), Marine
Anthropogenic Litter, 2015.

그림 3. 미세플라스틱의 먹이사슬 유입 및 이동 경로

출처: UNEP, Marine litter vital graphic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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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The Big Microplastic Survey”이라는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e)

f)

- 미세플라스틱 연구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연구자 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소수라는 것과 개별 연구 프로젝트의 제한된 시공간적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다.
- 반면에 일반인들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수단과 기회는 적은 편이다. 해변 청소, 해변쓰레기 시민모니터링 등은 주로 대형 쓰레기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작은 크기로 인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이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 영국의 환경보전단체인 “Just One Ocean”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시민과학과 미세플라
스틱 연구를 접목한 “The Big Microplastic Survey”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영국 포츠머스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지원
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변 미세플라스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42개국에서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대학,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조사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해변에서 1m² 크기의 정사각형 내의 다섯 지점을 샘플링하고
같은 방식으로 5m 간격으로 총 5회 반복하면 하나의 샘플 수집이 완료된다.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만 분리한 후 조사카드를 작성해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향후에는 참가자들이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4. The Big Microplastic Survey 참가자 분포 현황

출처: http://microplasticsurvey.org/about-the-project(2019.3.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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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Big Microplastic Survey 해변 미세플라스틱 수집 및 분석 과정

출처: http://microplasticsurvey.org/whats-involved(2019.3.17. 비디오 가이드 캡쳐)

■ 시민과학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어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g) h) i)
-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GESAMP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의
확대와 함께 일반 대중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The Big Microplastic Survey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과학에 기반한 해변 미세플라
스틱 모니터링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갭을 메꾸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과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양 미세플라
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국 해안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5cm 이상의 대형 쓰레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변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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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about-plastic-pollution-111302 (2019.3.17. 검색)
g) GESAMP, Sources, fate and effects of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A
global assessment, 2015.
(http://ec.europa.eu/environment/marine/good-environmental-status/descriptor-10/pd
f/GESAMP_microplastics%20full%20study.pdf) (2019.3.17. 검색)
h) GESAMP, Sources, fate and effects of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Par
t 2 of a global assessment, 2017.
(http://www.gesamp.org/site/assets/files/1275/sources-fate-and-effects-of-micropl
astics-in-the-marine-environment-part-2-of-a-global-assessment-en.pdf) (2019.3.1
7. 검색)
i) https://www.malic.or.kr/sub03/04/s02.do (2019.3.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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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낚시, 허용 확대와 지속 성장의 딜레마

■ 레크리에이션 낚시가 서호주 경제에 연간 3백만 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
- 서호주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낚시는 해안가에서 45%, 보트에서 24%, 해안가 및
보트 모두에서 31% 정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 가량이 낚시 지역 근처에서
숙박을 하며 낚시 장비 역시 해당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서호주 경제에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수산장관은 정부는 레크리에이션 낚시로 발생한 자금을 통하여 인공 산호초를 식재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낚시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를 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 레크리에이션 어업 공동체가 NOAA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b) c)
- 최근 레크리에이션 어업 및 보트 공동체는 NOAA와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연방 해양의
지속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낚시 및 보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식
협약에 서명한 공동체는 전국 해양 제조 협회(National Marine Manufactures Association),
미국 스포츠 낚시 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야생동물보호 기관(the Association
of Fish and Wildlife Agencies), 레크리에이션 보트 및 낚시 재단 (Recreational Boating and
fishing Foundation) 등이다.
- 이번 협정은 미국 레크리에이션 낚시 협회 및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낚시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낚시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스포츠 낚시 협회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산업의
강화와 미국의 환경 보전 및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하여 다양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 미국에서는 특정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낚시 지침을 마련 중이다. d) e)
- 미국 동남지역 NOAA 어업 사무소는 2019년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용 붉은 도미 낚시를 시작
한다고 발표하였다. 보트 레크리에이션용 낚시는 1일 1마리로 제한되어있으며, 일반적인
8 |

레크리에이션 낚시와 상업 부문에는 붉은 도미의 최소 또는 최대 크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 설정된 붉은 도미의 어획량은 4만 2,510마리로, 레크리에이션 부문의 어획량은
2만 9,656마리로 한정되어 있다.
-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상어 낚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해양 보존 생물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난 7년 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규정 중 하나로 상어
낚시를 위해 물속에 어류 또는 동물성 제품으로 만들어진 미끼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전세계
과학자들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어들의 스트레스 반응 및 회복 정도 등을 연구하며 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참고자료

a) https://www.colliemail.com.au/story/5948574/recreational-fishers-boost-the-localeconomy/(2019. 3. 15. 검색)
b) http://www.lahainanews.com/page/content.detail/id/565557/NOAA-to-develop-proj
ects-to-promote-sustainable-recreational-fishing-and-boating.html?nav=21(2019.
3. 11. 검색)
c) https://www.deeperblue.com/noaa-announces-formal-partnership-with-recreational
-boating-fishing-industry/(2019. 3. 11. 검색)
d) https://www.tcpalm.com/story/sports/2019/03/04/red-snapper-season-2019-when
-it/3057649002/(2019. 3. 11. 검색)
e) https://www.forbes.com/sites/melissacristinamarquez/2019/03/02/no-more-bloodin-the-water-shark-fishing-changes/#2726a266560a(2019. 3.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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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저관광시설 확충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 호주는 대규모 해양레저관광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a)
-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는 골드코스트 지역의 자연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관광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퀸즐랜드주 총리는 The Spit 지역의 140 헥타르
(140만 제곱미터로 약 42만 3천 평 규모) 면적에 달하는 지역을 해양레저관광공간으로 개발
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퀸즐랜드주 정부는 사업 대상 지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슈퍼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수중조각공원, 번지점프 탑, 서핑 공간, 크루즈터미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 슬립웨이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주 총리는 이번 개발계획으로 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최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 1. 호주 해양레저관광공간 개발 구상도

슈퍼요트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수중조각공원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791443/Queensland-Government-unveils-Gold-Coast-master
plan-build-Central-Park-sea.html (2019. 3. 15. 검색)

■ 크루즈, 연안여객선 업계도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b) c)
- 일본 국토교통성은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 있다. 2018년 12월
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연안여객선 노선을 공모하고 선정된 노선은 '마린틱가도'
라는 브랜드로 보트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마린틱가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고, 연안에서 가깝고, 바다의 역에 기항해야 하며, 맛집 탐방, 인근 육상 관광지
연계, 경관감상 등이 가능해야 한다. 2018년 오타루, 요코하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아마쿠사
등 5개 노선이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6개 노선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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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틱가도에 선정된 노선을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국제보트쇼에서 홍보하는 등 대국민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매력적인 연안여객선 노선 선정

노선 구성

히로시마 마린틱가도 홍보 브로셔

출처: (좌)http://www.mlit.go.jp/common/001277694.pdf, (우)http://www.mlit.go.jp/common/001272190.pdf (2
019. 3. 15. 검색)

- Cruise Industry News.에 따르면 주요 크루즈선사를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MSC와 로열캐러비언 등 주요 크루즈선사들은 2018년 2월부터 2027년 인도될 예정인 18
척의 신규 크루즈선박을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서 2027년 사이 건조될 예정인
고급 크루즈선박은 총 40척에 이른다.
- MSC는 1천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 크루즈선박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
이며, 카니발은 ‘Seabourn’을 럭셔리 브랜드로 특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지안 크루
즈도 2023년까지 신규 고급 크루즈선박을 6척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포낭도 18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럭셔리 크루즈선박을 프랑스 및 미국 지역에 확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주요 크루즈 선사들도 고급 크루즈선박을 신규 발주해 2027년에는 현재 크루즈 관광객
수용능력의 약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크루즈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1%씩 성장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에는 6.4% 성장한 3천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변 경관감상, 낚시 등
전통적인 인기 활동뿐만 아니라 기구 등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는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인
기도 높아져 서핑, 레저보트, 수중레저 등 동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이와 같은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최근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핑, 수중레저 활동을
| 11

위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연안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관광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일본의 매력적인 연안여객선 노선 선정 제도는 노선 공모 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연안여객선 관광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도입 시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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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791443/Queensland-Government-unveil
s-Gold-Coast-masterplan-build-Central-Park-sea.html(2019. 3. 15. 검색)
b) http://www.mlit.go.jp/common/001277695.pdf(2019. 3. 15. 검색)
c) https://www.cruiseindustrynews.com/cruise-news/20417-luxury-cruise-market-ca
pacity-set-to-double.html(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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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레저 장비시장 지속적 증가 전망
■ 미국 레저보트 시장은 2024년까지 2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 b)
- 세계 최대 레저보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레저활동 참여인구 증가에 따라 레저보트
및 관련 장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보고서(Global Market
Insights, Inc)에 따르면, 미국 레저보트시장은 2017년 200억 달러에서 2024년 280억 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근 미국은 해양레저 장비부분에서의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카누,
카약, 낚시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활동과 함께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Boating
Infrastructure Grant)을 마련하고,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 내 주요 레저보트 생산 업체들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 레저보트 생산업체
및 엔진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인수,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레저보트 시장의 성장과 연계
하여 마리나를 중심으로 하는 수상구조물 제조 시장 또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미국 레저보트 시장 전망

출처: https://www.sail-world.com/news/215002/US-recreational-boating-market-to-go-past-USD28bn(2019. 3. 15. 검색)

■ 다이빙 장비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4.1%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c) d)
- 세계 다이빙 장비 시장은 2017년 3,731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이빙 장비는 심해
자원 조사 및 수중탐사와 함께 레저를 위한 잠수복, 호흡장비, 부력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
다이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까지 5,106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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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다이빙 시장은 모험시장 및 연안지역 관광시장의 증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장비
시장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뉴욕, 두바이 등에서 수중 및 해상시설 공사
수요가 증가 및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장의 성장도 다이빙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수중레저 시장의 성장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잠수장비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규모 인수,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2. 세계 다이빙시장 성장 전망

출처: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diving-equipment-market(2019. 3. 15. 검색)

■ 해양레저산업 성장에 대응한 국내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내 해양레저시장은 해수욕, 해변관광에서 벗어나 레저보트, 서핑, 수중레저를 즐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레저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 경쟁력 또한 높지 못한 실정
이다.
-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해양레저
기초 장비에 대한 국산화와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국제 박람회 참가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홍장원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참고자료

a) www.sail-world.com/news/215002/US-recreational-boating-market-to-go-past-US
D28bn(2019. 3. 15. 검색)
b) https://themarketfact.com/2019/03/04/global-floating-dock-market-2019-technolo
gy-innovation-industry-demand-growth-opportunities-2019-2025-bellingham-marin
e-marinetek-wahoo-docks-ez-dock/(2019. 3. 15. 검색)
c) https://honestversion.com/usd-5106-7-million-worth-diving-equipment-market-gr
owth-forecast-to-2025/(2019. 3. 15. 검색)
d)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diving-equipment-market/(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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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열파, 30년간 54% 증가

■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해양 열파(marine heat wave)의 발생빈도가 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
- 자연기후변화저널(Nature Climate Change)에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해양
열파 발생빈도가 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열파란 일부 해역에서 평균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 해양열파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극심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지속되었던 더 블로브(the blob), 2011년 호주에서 발생한 니갈루니뇨
(Ningaloo Niño)를 들 수 있다. 당시 해양열파로 당해 해역 및 주변 해역에서 플랑크톤, 무
척추동물부터 어류, 해양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생물종이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호, 해조·해초류가 다수 분포하는 해역은 해양열파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a)
-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기존에 발표된 116건의 논문을 검토하여 해당 해역의 생물다양
성을 정량적 지표로 전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특히, 연구진은 해양열파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역에서 해양열파가 발생할 경우, 해양열파가 당해 해역을 넘어
주변해역의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태계로서 카리브해의 산호지대, 호주의 해초지대, 캘리포니아
연안의 켈프숲(kelp forests)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역의 산호들은 수온 변화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이와 같은 산호류, 해초·해조류 지대는 수백종의 어류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는 고유한
생태계로서 해양열파가 발생할 경우 산호 또는 해양생물종뿐만 아니라 해역의 고유한 생태적
특성이 훼손되어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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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9년-2019년 뉴질랜드 인근 해수면 온도 변화

출처: https://www.kbbi.org/post/predicting-marine-heatwaves-can-have-economic-implications (2019. 3. 15. 검색)

■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양열파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 미국알래스카 만도 수온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c) d) e)

- 산호는 본래 수온이 평균보다 높은 시기를 10년에 몇 주 정도 지속되는 환경에서 진화하였
으나, 현재에는 현저하게 기온이 상승한 해역에서 매년 평균 석 달을 생존해야하는 상황으로
추후 해양열파에 따른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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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의 의존도가 높은 소도서국 외에도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해양열파에
따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미국은 2005년 해양열파 발생으로 인하여 미국
카리브 산호의 절반 상당이 유실되었으며, 현재 호주 대보초 해역의 산호도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8-19년 연속으로 이례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알래스카 만(Gulf of Alaska)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 중으로 해양열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생태계 파괴 현상은 종래에 식량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해양식물이 대규모로 훼손
될 경우, 해양열파가 지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조업관리 및 실시간 해수면 온난화
모니터링 등과 같은 대책이 필수적이며, 추후 해양열파 예보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경우, 양식
업자 또는 어업인 포함한 해양 이용자들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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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2019/03/ocean-heat-waves-threat
en-sea-life-biodiversity/ (2019. 03. 15. 검색)
b) https://www.wired.com/story/oceans-are-spiking-a-fever-with-record-heat-waves/
(2019. 03. 15. 검색)
c) https://www.kbbi.org/post/predicting-marine-heatwaves-can-have-economic-implicat
ions (2019. 03. 15. 검색)
d) http://theconversation.com/coastal-seas-around-new-zealand-are-heading-into-a-m
arine-heatwave-again-110028 (2019. 03. 15. 검색)
e)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mar/05/australias-marine-heatwave
s-provide-a-glimpse-of-the-new-ecological-order (2019. 0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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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대응

■ 최근 유럽연합은 향후 20년간 약 40만 톤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a) b) g)
-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최근 미세 플라스틱 배출 금지 법안
(Proposal for a Restriction: Intentionally added microplastics)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유럽은 2020년부터 매년 3만6천 톤에 이르는 미세플라스틱섬유 및 조각들을 줄일 계획인데,
이는 유럽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의 90%에 해당한다.
- 법안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편의성이나 이윤 확대를 위해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료와 같이 식생활과 직결된 제품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 세제, 도료 등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 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나아가 건설, 농업, 화석연료 분야 등 다양한 산업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치약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 입자 모습

출처: https://waste-management-world.com/a/draft-eu-law-to-tackle-micro-plastic-waste(2019. 2.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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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 연구기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b)

c)

- 2018년 4월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University of Bayreuth)의 프라이탁(Freitag) 교수 연구
팀은 정원이나 농장에서 사용되는 유기농 비료를 통해 유입된 미세플라스틱 조각이나 섬유들이
인간의 먹이사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 같은 해 10월 오스트리아 환경청(Environment Agency Austria)에서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8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체 배변에서 10그램 당 평균
2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다.

■ 우리나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정부의 컨트롤타워 및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d) e) f)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우리나라 8개 해역, 41곳의 해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1㎥ 당
평균 87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도시 인근해역의 경우 평균
1,051개가 검출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와 연관된 국내 연안의 굴이나 게 등 수산물을 포함한 139개체
해양생물의 배설물에서는 평균 135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2017)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는 ‘2019년 주요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제시
하였고, 지자체들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앞 다투어 동참하는 등 뜨거운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조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참고자료

a)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jan/30/eu-european-union-proposes
-microplastics-ban-plastic-pollution?CMP=share_btn_tw(2019. 3. 12. 검색)
b)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microplastic-pollution-fertilisers-gardens
-farmland-germany-plastic-waste-a8288776.html(2019. 3. 12. 검색)
c)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8-10/sh-mdi101518.php(2019. 3. 12.
검색)
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3601&ref=A(2019. 3. 12. 검색)
e)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0816207810981(2019. 3. 12.
검색)
f)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6000735(2019. 3. 12. 검색)
g)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3665416/rest_microplastics_axvreport_106
95_en.pdf/82cc5875-93ae-d7a9-5747-44c698dc19b6(2019. 3.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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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생태계, 동물의 인수 공통감염으로 파괴 우려
■ 인수공통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전염병이다. a) b)
-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
으로 흔히 동물이 인간에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양동물의 경우에도 포획되거나 해양포유동물부터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고래와 바다표범을 수렵하는 사람들이 해양포유동물의 입과 피부로부터 Mycoplamsa
phocicerebrale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인 ‘실핑거(seal finger)’가 해양동물의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 사례이다.

그림 1. 인수공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돌고래 사체

출처 : https://www.total-montenegro-news.com/lifestyle/3361-dolphin-dead(2019.03.06. 검색)

■ 이와는 반대로 최근에 남극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인간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 d) e)
- 최근에 인간의 병원체가 남극 지역의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서식 동물들이 대량으로 죽거나
심지어 멸종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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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남극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새를 조사한 결과 체내에 있는 살모넬라균(genus
salmonella)과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에 인간으로부터 전파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의 죽음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신종 또는 침입적 성격을 지닌 병원체가 남극 지역에 서식하는 민감한 동물
개체에 전파될 경우 지역적으로 대량 죽음과 멸종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림 2. 남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 역전현상

출처 : https://www.ub.edu/web/ub/en/menu_eines/noticies/2018/12/007.html?fbclid=IwAR0RluEjTsct9T
-H0Go0oSn35QBAmgcv1UYyLIAOo4rMQSMD6O5xeNKPc1w(2019.03.06. 검색)

■ 인간이 남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 논의가
필요하다. f) g)
- 남극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The Antarctic Treaty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1, 이하 ‘남극조약의정서’라 한다)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연구, 관광과
같은 인간의 활동과 바닷새의 이동 등으로 인간의 병원체가 남극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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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생물안전 보호 조치(biosecurity
measures)와 같이 인간이 남극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남극조약
의정서의 내용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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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2119&cid=43667&categoryId=43667(2019.
03.06. 검색)
b) 이기찬, “국내 해양포유동물 폐사의 병인론과 병리학”, 수의학박사학위논문, 2016.8, pp.11~12
c) https://www.enn.com/articles/56220-the-fauna-in-the-antarctica-is-threatened-by-p
athogens-humans-spread-in-polar-latitudes?fbclid=IwAR2H-xnxgiNL_TQ_gwtV6G6An
0nb5DOGjjGDH26F5Fzc7ZuVq2QruBigesg(2019.03.07. 검색)
d) https://www.ub.edu/web/ub/en/menu_eines/noticies/2018/12/007.html?fbclid=IwAR0Rl
uEjTsct9T-H0Go0oSn35QBAmgcv1UYyLIAOo4rMQSMD6O5xeNKPc1w(2019.03.07. 검색)
e)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12/181210101920.htm(2019.03.07. 검색)
f) 김홍균, 『국제환경법』, 2010, pp.423~424 참조
g)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12/181210101920.htm(2019.03.0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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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에 시달리는 호주 대보초

■ 지구상 최대 규모의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가 백화현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a)
-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Queensland) 주 인근 바다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는 총 연장
2,600 ㎞ 이상 펼쳐져 있고, 그 면적은 약 350,000 ㎢에 달해 이탈리아 국토의 거의 비슷한
넓이를 지니고 있다.
- 대보초가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2014년부터로, 2개의 대형 사이클론이 연이어 호주
동북부를 강타하였고 미처 회복될 시간도 없이 2016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열대지방 해수 수온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백화현상(mass bleaching)이 발생하였다.
- 1981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으로 지정된 대보초의 남쪽 1/3
가량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2/3는 대규모 백화현상으로 인해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 호주 연안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 항공사진

자료 : https://www.australiangeographic.com.au/topics/science-environment/2018/02/is-there-still-time-to-sa
ve-the-great-barrier-reef/ (2019. 3. 17. 검색)

■ 최근에는 퀸즐랜드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대보초
지대를 위협하고 있다. b)

c) d)

- 퀸즈랜드 지역에 최근 몇 주간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홍수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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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부 지방에서 육상과 연안의 각종 오염물질을 함유한 막대한 양의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 홍수로 범람한 강 하구로부터 밀려들어온 막대한 양의 흙탕물이 대보초에까지 다다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약 600 km에 달하는 대보초 가장자리 해역이 그 영향권에 들어 문제가 우려
되고 있다.
- 대보초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오염수는 유난히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최근 날씨로 인해 흩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루 속히 기상 변화로 바람이 불어와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홍수로 인해 더러운 물이 유입된 호주 대보초 해역

자료 :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47247971?fbclid=IwAR2BdvmQQ35vTQ_Hp7wm6I9jPr9HBg2
3pRvX-kwKXLOa4rg8_haW1iGYF4I (2019. 3. 15. 검색)

■ 더러운 해수 수질은 산호초 회복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 c) d)
-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백화현상 때문에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대보초에 홍수로
인해 더러운 물까지 유입되면 산호초의 회복과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물에 섞인 퇴적물이 태양광을 차단하여 식물 플랑크톤과 조류의 광합성을 저해하게 됨에 따라
산호와 산호초에 서식하는 많은 동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며, 나쁜 환경으로 인해 산호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 더러운 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양염(nutrient)으로 인해 일부 해역에서는 조류가 급격히
번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입된 연안 퇴적물에 각종 유해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산호와
산호초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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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보초 해역에 준설토 투기가 허용됨에 따라 산호초 회복에 또 다른 어려움이 더
해지게 되었다. e)
- 호주의 대보초 해양공원 관리청(GBRMPA)은 최근 대보초 해역에 110만 톤의 준설토를 투기
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버려진 준설토는 산호초를 뒤덮어 산호와 산호초 생태계를 고사
시키게 될 것이다.
- 2015년에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호주 법은 항로준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항로준설로 인해 발생한 준설토를 대보초에 투기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대규모 백화현상으로 인해 대보초 생태계는 과거에 비해 건강성이 크게 훼손되어 부정적인
외부 영향에 매우 취약하므로 GBRMPA의 준설토 투기 계획 승인은 재고되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자연적‧인위적 위협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b)
- 오염된 더러운 물이 산호초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환경은 산호의 번
식과 성장을 도와 백화현상으로 손상된 산호초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 해양과학 전문가들은 따르면, 육상의 물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산호초 주변의
해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안 지역의 육상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대보초 보호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 호주 대보초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손상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
본적이고 지속적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부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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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 에너지 · 광물 자원 개발 계획」수정
■ 일본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a) b) c)
- 전 세계적으로 육상 광물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의 잠재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이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현재 에너지·광물 자원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양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내각부는 「해양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 을 수립하며, 각 부처는 이
계획을 근거로 해양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본 근해의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 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 계획’ 을 수립하여 해양 자원 탐사 및 개발 방향,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계획」의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물질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d)
- 일본은 2018년 5월 ‘제3기 해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2월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계획’이 새롭게 수정하였다.
- 개정된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계획’ 에는 해양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광물자원(해저 열수 광상,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망간 단괴, 희토류)으로 나누어 각 물질별
향후 5개년간의 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약 50,000㎢의 해역을 물리탐사선을 이용해 탐사하고, 이 중 유망해
역을 대상으로 집중탐사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삼고 있다.
-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자원의 분포와 해저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해역환경조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양환경을 보전하면서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궁극적으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저열수광상의 경우, 현재까지 개발된 채광·양광 기술과 선광·제련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와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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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는 유망해역을 대상으로 자원량 조사와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채광 및
양광 기술을 확립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2028년까지 상용화 방안을 모색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해양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

- 육상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서 해양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을 찾는 데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해양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동해(울릉)분지와 서해분지, 남해(제주)분지
등 3개의 퇴적분지에서 해양 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탐사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박희망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hmpark@kmi.re.kr / 051-79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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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인니,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시설물 건설 추진

■ 인도네시아는 올해 안에 남중국해 남서쪽에 있는 나투나 제도에 해양수산 시설물을
세우고. 인근 수역에 조업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a) b)
- 인도네시아의 루후트 판드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2일, 올해 안에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에 냉장시설을 갖춘 수산시장과 수산물 가공센터, 그리고 선원
숙소 등을 짓고, 나투나 해(Natuna Sea)에 조업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나투나 해는 남중국해의 일부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지만, 중국이 자국의
‘전통적인 어장(traditional fishing grounds)’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다.
-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여 2017년 나투나 제도의 북쪽 지역을 북 나투나
해(North Natuna Sea)라고 명명했다. 이어 2018년 12월에는 나투나 제도 내 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나투나 베사르(Natuna Besar) 섬에 1,0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설치했다. 이곳은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 본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자카르타에서
1,000km 넘게 떨어져 있다.
그림 1.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 위치

출처: https://www.straitstimes.com/sites/default/files/attachments/2019/02/22/st_20190222_xnatunas_464217
8.pdf (2019.2.26. 검색)

■ 나투나 제도 시설물 건립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협력
기구가 재정지원을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
- 우선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정부는 2020년 실제 운영을 목표로 나투나 제도에 해양수산
관련 시설을 건설해 지역 어업인들의 조업 역량을 높여 어획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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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전체의 어획량 수준은 정부의 목
표치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다음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실제 착수에는 지지부진했던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재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JICA는 지난해 여름
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항과 냉동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 나투나 제도에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을 세우고, 해양주권을 분명히 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d)
- 첫째, 국내 선거가 수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조코 위도도 정부가 인도
네시아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슈를
단기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 둘째, 연료 탱크, 어항, 냉동저장 시설 등이 인도네시아 어업인과 수산업을 돕는데 분명 기여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인도네시아
어업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량 차이를 좁히는데 충분할지는 불확실하다.
- 셋째, 사실 이 같은 국내 정책 추진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
의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존중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수산업 자체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나투나 해에서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곳이 향후 국제적인
수산 관련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e) f)
- 나투나 해에서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간 최근 갈등 사례를 정리해 보면, 우선 2016년 중국은
나투나 해에서 자국 어선 몇 척이 불법 조업을 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나포되자
이 지역을 자국의 ‘전통적인 어장’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 한편,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이라고 간주되어 나포
된 외국 선박들을 나투나 해에서 침몰시키고 불태운 적이 있다.
- 마지막으로 2017년 베트남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를 받고 인도네시아 순찰선에 의해 호송되고
있던 자국어선 5척을 구출하여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었다.
- 이 같은 남중국해에서의 각종 시설물 설치와 지역 이해 당사국의 해양 주권 수호 노력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나투나 해가 수산업 관련 국제 분쟁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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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환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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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바다 속 전쟁

■ 미국은 화웨이 마린 네트웍스(Huawei Marine Networks Co.)가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a) b)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파이 행위에 따른 우려로 중국의 화웨이를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외하자는 대대적 활동에 나섰으나, 이미 화웨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세계 인터넷 그리드 통제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해저 전투(America’s undersea Battle with China for control of the global internet
grid)”라고 표현하고 있다.

■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화웨이의 개입으로 중국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 해저에서 광케이블을 통하여 전달되는 트래픽의 양은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약 95%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은 화웨이 기술이 사이버 보안의 위험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지는 않았으나,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회사의 통신 기술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 미국 국가 방첩 보안센터(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의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다수의 행위자들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위협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저케이블이 세계 전기 통신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 화웨이 마린 네트웍스(Huawei Marine Networks Co.)는 해양에서 해저 케이블 연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9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a)
- 미국 보안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웨이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지식과 액세스를 통하여 중국이 데이터 트래픽을 전환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충돌로 인하여 전체 국가에 대한 연결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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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작업은 화웨이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와 해저케이블이 지상 기반 네트워크에 합류
하는 연안 지점에서 다른 장비를 통하여 원격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중국 화웨이의 해저 케이블 사업 확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b) c) d)
- 화웨이는 중국이 상업 정보를 훔치며,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워싱턴의 비난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초 화웨이 CFO인 멍 완저우(Meng Wanzhou)는 밴쿠버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국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사용하는 국가
들과 정보 공유를 줄이겠다는 압력도 가하고 있다.
- 그러나 해저케이블을 이용하는 많은 나라가 경제적 측면에서 화웨이 장비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타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Ivy Bells 작전을 시작으로 소련의 해저케이블을
감시했던 미국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케이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네트워크에서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바닷 속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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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IUU어업 지수’ 발표, 중국 1위 기록

■ 최근 국가별, 해역별, 항목별 IUU어업 잠재력을 평가한 “IUU어업 지수(IUU fishing
index)”가 발표되었다. a)
- 2019년 2월 7일,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와 영국소재 컨설팅 기업인 포세이돈 수자원관리
(사)(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td.)는 ‘IUU어업 지수‘를 발표하였다.
- 이들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4.4와 14.6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측면
에서 ‘IUU어업 종식’과 ‘2020년까지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UU어업은 존재하고 있으며, IUU어업에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임을 인식하고,
- 전 세계 IUU어업 관련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최선의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IUU어업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 및 자국 정부 개입이 가장 필요한 국가 및 해역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IUU어업 지수’ 개발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 IUU어업 지수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40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152개 연안국에 적용하였다. a) b) c)
- IUU어업 지수는 ‘책임(responsibilities)’과 ‘형태(types)’ 등 2개 카테고리에 포함된 항목을
조합하여 총 12개 지표그룹(indicator Grop)을 생성하고, 각 그룹별 지표에 대한 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책임’ 카테고리 항목에는 연안국과 선적국, 선적항,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
되었으며, ‘형태’는 IUU어업에 대한 취약성, 빈도, 대응 항목이 포함되었다.
- 총 40개 지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크기 및 지역수산기구
(RFMO) 관할 하에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 수, MSC 인증여부, VMS 또는 FMC 이행여부,
IUU선박 목록 등재 여부 등 지속가능어업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해당국가의 부패수준 및 1
인당 국민 충소득, 글로벌 수입비중 등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UU어업 지수 점수는 최소 1에서 5로 도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IUU어업 취약성 또는 잠재
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IUU어업 지수는 온라인을 통해 지역별, 국가별, 해역별, 지표별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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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UU어업 지수 지표그룹 및 가중치

출처: https://globalinitiative.net/wp-content/uploads/2019/02/IUU-Fishing-Index-Report-web-version
.pdf(2019. 3. 13. 검색)

■ 전체 IUU어업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IUU어업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c) d)
- 각 지표그룹별 항목 값을 취합한 전체 IUU어업 지수 분석 결과, 전 세계 IUU어업 지수 평균은
2.29로 나타났다.
- 이중 IUU어업 위험성이 높은 IUU어업 지수 상위국은 중국(3.93) → 대만(3,63) → 캄보디아
(3.23) → 러시아(3.16) → 베트남(3.1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국은 벨기에(1.43) → 라트
비아(1.57) → 에스토니아(1.67) 순으로 타났다.
- 항목별 IUU어업 지수 특성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개발도상국 지수가
대부분 높게 도출되었고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는 IUU어업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자원 및 역량 부족
으로 IUU어업에 대한 취약성 및 빈도, 노출 위험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6 |

그림 2. 전체 IUU어업 지수 결과표

출처: https://globalinitiative.net/wp-content/uploads/2019/02/IUU-Fishing-Index-Report-web-version.pdf(2019.
3. 13. 검색)

■ 우리나라의 IUU어업 지수는 2.49로, 전 세계 37위를 기록하였다. b) c)
- 우리나라는 중국(3.93), 대만(3.63), 일본(2.63) 보다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미국(2.29),
노르웨이(2.19), 캐나다(1.97), 호주(1.91) 등 주요 선진어업국과 비교하면 IUU어업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나라는 UN 해양법협약(UNCLOS) 및 UN 공해어업협정(UNFSA) 가입·준수 여부와 FAO,
RFMO 등 국제·지역기구와의 협력관계, 국가차원에서의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EU 및
미국 NOAA 등 주요국 IUU어업 규제 적발 여부 등에서 평균 1~2점을 받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 준수 및 국내 정책적 노력은 인정받았다.
- 그러나 다수해역에서 원양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사실과 MSC 인증과 인식 부족, 그리고
FAO 공해 선박 공인 인증 기록(HSVAR)에 제공된 선박 데이터 등 선적국 항목에서 3.25의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IUU 위험 노출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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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IUU어업 지수 결과표

출처: http://iuufishingindex.net/(2019. 3.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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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dg.iisd.org/news/iuu-index-finds-world-off-track-on-sdg-targets-14-4-and
-14-6/(2019. 3. 13. 검색)
b) https://globalinitiative.net/wp-content/uploads/2019/02/IUU-Fishing-Index-Reportweb-version.pdf(2019. 3. 13. 검색)
c) http://iuufishingindex.net/(2019. 3. 13. 검색)
d) https://www.nationalfisherman.com/national-international/new-index-ranks-china-a
s-most-vulnerable-to-iuu/(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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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단속,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세 인하, 물류구조 개선
등으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가속화
■ 2020년 중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는 35.9kg에 달할 전망이다. a)
-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시 및 농촌 지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각각
14.3kg, 5.3kg로 나타났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류 대비 수산물의 효율성이 높은 점에서
향후 10년 내 중국 전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5kg, 도시 지역은 30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농업 전망 보고서(2018~2027)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FAO 자료의 경우 중국 정부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FAO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이 1990년 11.5kg에서 2004년
25.4kg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35.9kg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의 밀수 단속, 관세 인하 등의 요인이 수산물 수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b)
- 지난 1월 중국 세관은 26억 8천만 위안(약 4억 달러)의 냉동 수산물 밀수에 대한 단속을 단행
했다. 광저우, 주하이, 동흥, 장저우, 하이커우 세관원은 용의자 38명으로 구성된 7개의 밀수
조직을 검거하고, 새우, 오징어와 같은 냉동 수산물 약 4천 톤을 압수하였다.
- 이 같은 엄격한 밀수 단속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수산물 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18년 베트남의 새우 수출은 전년 대비 7.8% 하락한 35억 5천만 달러였으며, 對중국 수출은
28% 급감하였다. 반면 2018년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한 119억
1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밀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수입 증가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 수산물 수입 증가에 있어 밀수 단속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중국 소비자들의
고부가가치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리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소비지’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FA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38%를 중국에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와 중산층의 부상
으로 중국 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 또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낮아진 것도 수산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부터 시작된 관세 인하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에는 200여개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였고, 올해 초부터는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페루 등 원산지의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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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입 다양화를 위해 중국 내 신규 공급라인을 마련 중이다. c)
- 중국의 수산물 무역은 수출 중심의 구조이지만, 최근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489만 톤,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물량과
금액이 각각 21.%, 21.3% 증가하였다. 수출도 444만 톤, 211억 달러로 물량과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40%, 2.0%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 증가세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산물 공급 다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수산물 공급 라인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륙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란저우(Lanzhou)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을 늘리기 위해 최근 신규 항공 라인을 마련하였다.
- 또한 중국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하이(Zhuhai)에서는 수산물의 저온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 10개 회사에 각각 10만 위안
(USD 15,000, EUR 13,200)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실제 중국 상무부가 전국 36개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12월 수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도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지만 최근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에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산물 수요 급증에 따른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에서 對중 수산물 수출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중국 정부도 수산물 소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밀수 단속,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산층의 부상, 공급라인 개선, 수산물 가격 안정화 등의 여러
요소와 새로운 방식들이 중국 내 도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변경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 방향과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對중 수출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참고자료

a)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higher-seafood-consumptionpredicted-in-china (2019. 3. 6. 검색)
b) https://www.seafoodnews.com/ArchiveStory/1132955/3 (2019. 3. 7. 검색)
c)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opening-up-new-seafoo
d-supply-lines (2019. 3.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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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수산업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기후변화는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 최근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된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Climate change
impacts on fisheries)」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다른 요소들에 미치는 불확실한 상호작
용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수산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연구는 온난화와 남획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80년간의 기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어장의 평균 수온보다 온도가 높은 기간의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38개 지역 124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 결과 수온이 높아진 해수는 어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을 감소시켰으며, 플랑
크톤 등에도 영향을 미쳐 수산자원 먹이 사슬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수산업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쳐 193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북해와 동해 수산물 생산량은 최대
35% 이상 감소하였으며,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산자원이 남획에도 취약해지고 있다 진단하였다.

■ 전문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어업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
하다고 조언하였다.

b)

- 오리건 주립대학교(Oregon State University) 수산경제학자 윌 화이트(Will White)는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어업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온수성어류의 자원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른 어종의
자원량을 잠식, 수산자원 간 생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경고하였다.

■ NOAA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관리 방안을 권고하였다.

c)

- 미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 해당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산자원은 서식지를 변경하여 수
산업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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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후변화 대비 수산업 관리방안

출처: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fisheries-science-and-manag
ement-face-climate-change(2019. 3. 20.검색)

- 즉, 기후변화는 수산자원 전반(서식지, 성장 속도, 자연사망 비율, 자원량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6단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1단계 ‘변화 감지(Detect and anticipate changes)’ 단계에서는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 조기 경고 및 변화 지표 개발 및 관할 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대처를 통해 데이터
축적의 통합 및 변경 사항 추적 가능성 등을 권고하였다.
- 2단계 ‘변화의 주요 요인 파악(Understand key drivers of change)’에서는 수산자원 서식
환경에 관해 어업 및 조사의 수용 가능성과 선택성을 평가하는 실험적 접근 방식, 자원량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 및 이를 위한 추가 연구와 인력 교육 필요성 파악 등의 필요성을 다루
었다.
- 3단계 ‘위험 및 우선순위 평가(Evaluate risks and priorities)’에서는 기후 취약성 및 위험
평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과 지역을 식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간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수산자원의 상대적 분포 이동과 생산성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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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평가 수행 및 예측(Conduct assessments and develop forecasts)’에서는 자원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생태계 구성에 대한 고려 및 데이터(공간, 시간, 경제 등)의 통합, 예측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5단계 ‘과학적 조언에 관한 전달(Communicate scientific advice)’에서는 생태계 역학, 서식지
현황, 생산성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양식 개발과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권고되었다.
- 6단계 ‘변화하는 환경 내 어업관리(Manage fisheries under changing conditions)’에서는
관리 결정을 내릴 의사결정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생태계 모델에 관한 구조적 평가와 위험
평가결과를 통해 관리 절차를 검토,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제도적 어업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e)

- 최근 국내 연근해 기후변화로 패류 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였다.
- 이처럼 국내외 수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 관리제도 및 방안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홍혜수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903)

참고자료

a)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3/6430/930 (2019. 3. 20. 검색)
b)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2019/02/climate-change-is-shrin
king-essential-fisheries/ (2019. 3. 20. 검색)
c)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fisheries-science-and-management-f
ace-climate-change (2019. 3. 19. 검색)
d) https://spo.nmfs.noaa.gov/content/tech-memo/accounting-shifting-distributions-an
d-changing-productivity-fishery-management (2019. 3. 20. 검색)
e)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303000080&cpv=1 (2019. 3.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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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세계 수산물의 생산성 감소 확인

■ 기후 변화가 세계 수산물 생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
되었다. a) b)
- UC Santa Barbara의 Bren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 Management에서 근무
하는 크리스터퍼 프리(Christopher Free) 연구팀은 온난화 된 물이 수산업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를 최근 Science지에 게재했다.
- 이 연구는 38개 지역의 124종에 대해 오랜 시간 누적된 풍요도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전 세계 수산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와 해수의
수온 기록을 비교한 결과, 온난화로 인해 8% 정도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4%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수온 증가에 따른 영향은 어류의 서식지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과(科)에
속하는 어종들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유사점을 보였는데, 연구진은 관련 종들이
비슷한 특성과 생활 주기를 지님에 따라 유사한 강점과 약점을 갖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 수온 증가로 인한 변화에 대해 지역별로 개별적인 이해 방식이 필요하다. a) b)
- 1930년부터 2010년까지 식량으로써의 어류 이용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동해,
북해, 이베리아 해안, 쿠로시오 해류 등의 해역에서 가장 큰 생산성 저하를 보인 반면, 래브
라도-뉴펀들랜드 지역과 발틱 해, 인도양,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은 가장 큰 증가 양상을
보였다.
- 현재의 어획 생산성 변화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15% ~ 35%의 어획량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 비율 어획량 감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가져 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a) b)
-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어업 관리’에 있어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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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의미한다. 어업 관리에는, 어류 개체군의 규모 측정을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여 어획 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전략 설정, 어획량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 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프리 박사는 “미래의 온난화로 인해 어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어류 생산성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오늘날과 비교해 더 적은 식량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남획 방지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수산업에 미치는 위협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대비책이다.
남획으로 인해 개체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온난화는 수산 자원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프리 박사는 해양의 온난화가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해양 산성화, 산소 농도 감소, 서식지 손실 등 역시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류 개체군과 이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인류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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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8154846.htm (2019. 03. 14. 검색)
b) https://www.news.ucsb.edu/2019/019360/warm-seas-scatter-fish (2019. 03.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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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폐기물 줄이기’ 이니셔티브 확산 추진
■ 수산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 b)
- 2010년 192개국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275백 만 톤이며, 이 중 약 12백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호를 비롯하여 800종 이상의 바다
생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주범인 어업 및 양식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어구는 해양오염의 약 10%를
차지하며 유령어업 야기 및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발생 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어구는
매년 약 70만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5~30%가 유령어업으로 감소하고 있다.

■ 폐어망의 선순환적 활용을 확산하다. b)
- 헬시 씨(Healthy Seas)는 이탈리아 나일론 생산기업 아쿠아 필 그룹(Aquafil Group), 양말
생산 기업 스타삭(Star Sock), 폐어구 제거 NGO인 고스트피싱(Ghost Fishing),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전문가 단체인 ECNC 그룹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설립한 이니셔티브이다.
Healthy Seas는 폐어망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첫째, 해양보호의 일환으로 북해,
아드리안 해, 지중해 등에서 폐어구를 수집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어민,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폐어망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 둘째, 수집된 폐어망을 재활용하여 생산 친환경 나일론 실(ECONYL)로 생산한다. ECONYL은
의류, 카펫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ECONYL이 사용된 제품은 다시 재활용될 수 있어,
폐어망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다.
그림 1. ECONYL의 선순환적 활용 체계

출처: http://healthyseas.org/about/regeneration/(검색일: 201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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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 ‘폐어구 줄이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다. c)
- 글로벌 페어구 줄이기 이니셔티브(Global Ghost Gear Initiative, GGGI)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GGGI는 페어구 줄이기 이니셔티브에는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최근 테스코(Tesco), 네슬레가(Nestle)가 GGGI에 가입했다. 이들 기업은 GGGI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2030년까지 폐어구 및 폐어망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GGGI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정부도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의 어구 관리 및 훈련 사업에 1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 GGGI는 2025년까지 15개국에서 유령어업을 차단하는 3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산 폐기물 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되는 폐어구는 연간 4만 4천 톤에 달하고 있지만,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유령어업으로 인해 상당한 어업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d)
- 수산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수산폐기물 관리를 자원순환형(Zero waste) 페기물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수산폐기물 활용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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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산기업,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
■ 태국 타이유니온은 수산물 공급사슬 개선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상’을 수상
했다. a) b) c)
- 영국 에디(edie)에서 개최한 ‘2019 지속 가능성 지도자 시상식(Sustainability Leaders
Award 2019)’에서 태국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WWF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
사슬상’을 수상했다. 에디 지속 가능성 지도자 시상식은 2013년부터 개최된 권위 있는 지속
가능성 시상식으로 매년 탄소 저감, 에너지 관리,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20개 부문에 있어 지속 가능한 혁신에 기여한 글로벌 리더를 선정해왔다. 이번 시상
식에서는 타이유니온과 WWF가 유럽 내 참치 공급사슬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상을 수여했다.
- 타이유니온은 ‘WWF 수산물 헌장(Seafood Charter)’ 이행을 위해 2014년부터 WWF와 유럽
내 협력 사업을 펼쳐왔다. WWF 수산물 헌장은 수산물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은 타이유니온의 지속 가능성 전략인 ‘씨체인지(SeaChange)’와 '참치
실천공약(Tuna Commit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참치를 전량
MSC 인증을 취득하거나 어장개선 프로젝트(Fishery Improvement Projects; FIP)에 참여
하는 어업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 초기인 2014년에는 타이유니온에서 유럽에 공급하는 참치의 5%만이 MSC 인증을 취득
하거나 FIP 어장에서 생산되었다. 현재는 MSC 인증 참치가 28%, FIP 참여 어장에서 생산
된 참치가 90% 이상으로 유럽의 참치 공급사슬이 크게 개선되었다.
- 타이유니온은 이번 수상에 앞서 공급사슬 내 인권문제를 개선하여 UN으로부터 공로를 인정
받아 ‘윤리적 기업 책임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2018년 경영 지도자상을 받은 바 있다.

■ 이탈리아 파나페스카는 책임 있는 어업 실천을 위해 ‘타켓 75 챔피언’에 가입했다. d)

e)

- 지속 가능한 어업 파트너십(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SFP)은 고갈되어 가는 수산
자원을 복원하고 어업 및 양식업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NGO
이다. SFP는 타켓 75(Target 75)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산물의 75%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UN SDGs의 목표 14를 달성하고
전 세계 수산물을 100%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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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P는 타켓 7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켓 75 챔피언(Target 75 Champion)’을 모집해
공급사슬 라운드테이블(supply chain roundtable; SR)을 운영한다. 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공급사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타켓 75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 인식 개선 및 참여 독려,
FIP 확대, 국가적 규모의 어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 SFP는 이탈리아와 미국에 본사를 둔 파나페스카(PanaPesca)를 SFP의 새로운 타켓 75
챔피언으로 발표했다. 파나페스카는 냉동수산식품의 주요 생산 및 유통업체로서 40년 이상
식품 안전 및 최상의 품질을 추구함은 물론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타겟 75의 새로운 챔피언으로서 SFP의 ‘오징어 및 문어
공급사슬 라운드테이블’을 초창기부터 이끌어왔다. 또한 3건의 오징어 어장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제 문어 공급사슬 라운드테이블(Global Octopus SR)’을 통해 3건의 문어 어업의
사전 어장개선 프로젝트(pre-FIP)를 추진했다.
- SFP는 파나페스카의 참여를 통해 미국에서의 주요 수산물 부문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이탈리아
시장 및 업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나페스카는 타겟 75와 같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환경 친화적이고 책임 있는
어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글로벌 수산물 유통기업 주도의 사회적 책임 이행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
-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이용과 해양자원 보호를 수산업계에 요구함에 따라 대형 글로벌
수산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수산식품의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타이유니온과
파나페스카와 같은 기업은 공급 사슬에 속한 기업에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공간적 거리가 먼 생산자가 체감하기 전에 수산물 유통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향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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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의 자원 관리 및 동물 복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 시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를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a)
-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어업인증절차의 검토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동일 선박의 MCS 인증 및 비인증 구획 구분과 MSC
인증자격에 있어서의 상어 지느러미 채취(shark finning) 이슈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월 4일부터 30일간 이루어지는 공청회에서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를 위한 MCS 인증 자격 수정안에 대해 논의된다.
그림 1. 상어 지느러미 채취 과정 및 남획되는 상어자원

출처: http://www.willbanh.com/img/shark.jpg(2019. 3.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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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의 노력이 세계에서 모범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반영
되기 위해 인증체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MCS의 수산업 표준
책임자 로한 커리(Rohan Currey)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기되는 우려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1년 12월 MCS 이사회는 MSC 인증 어업에서의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금지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상어 지느러미 채취 시 상어를 어획해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산 채로 바다로 돌려
보낸다.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기 위해 어획된 상어의 98%는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고 부유
능력을 상실한 상어는 해저에 가라앉아 질식으로 죽게 된다. MSC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어업에 대해서만 M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MSC 모니터링 및 평가 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상충했다. MSC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의 요구사항이 이사회의 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 새 자격요건이 도입될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상어 지느러미 채취로 인해 기소된 어업 및 수산
기업은 MSC 인증 범위를 벗어나므로 어획된 수산물 판매 시 MSC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MCS 인증어업은 상어 지느러미 채취가 발생하는 어장에서의 감시·감독 및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수정된 어업인증 체계는 2020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 NOAA는 청상아리의 남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b)
-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은 레저 낚시와 상업적 어업에 의한 대서양 청상아리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조치를 발효했다. NOAA는 2017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에서 북대서양 청사아리
자원이 남획되고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2018년 3월에 단기적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해당 조치에 따라 올해 3월 3일부터 레저 낚시꾼은 71인치 이하의 수컷 청상아리와 83인치
이하의 암컷 청상아리를 어획한 경우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대서양 내에서 레저목적으로 상어를 어획할 경우 위치와 관계없이 원형 후크(circle
hook)만 사용해야 한다. 원형 후크를 사용할 경우 어획 성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어획
된 생물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상업적 어업의 경우 어업허가, 장비, 보고사항 등을 만족
하는 어업인에 한해 어구에 결려 죽은 청상아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NOAA 수산국 앨런 라이젠후버(Alan Risenhoover)는 미국의 어업관리체계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면서도 어업인에게 최적의 생산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이 국가·지역경제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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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딜리버루는 동물 복지를 위해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메뉴에서 제외시켰다. c) d)
- 환경 친화적 어업을 주도하는 NGO 프렌드오브더씨(Friend of the sea)는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잇(Just Eat), 메뉴로그(Menulog)에서 판매 중인 상어 지느러미 요리의 판매 중단을
위해 온라인 청원을 추진했다.
- 상어 지느러미 수프는 중국의 대표적인 요리이며 유럽과 미주의 식도락 대표 메뉴로 알려져
있다. 맛보다는 호기심 충족을 위한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위해 매년 약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잔인한 어획방법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일부 상어 개체는 멸종에 가까워지는 등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어 지느러미에 대한 판매와 무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었다.
- 딜러버루는 약 4천 여 명이 서명한 청원에 반응하여 전 세계 180개 매장에서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제거했으며, 향후 상어 지느러미를 이용한 요리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저스티잇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이며 이탈리아 매장에서의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메뉴에서 제외시켰다.
- 프렌드오브더씨의 창립자인 파블로 브레이(Paolo Bray)는 딜러버루 및 저스트잇과 같은 기업이
동참함으로써, 요식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의 움직임이 국제 시장과
무역에 영향을 미쳐 상어 지느러미 수프 판매와 상어 지느러미의 유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림 2. 프렌드오브더씨가 추진한 상어 지느러미 요리 퇴출 서명운동

출처: https://www.change.org/p/urge-just-eat-deliveroo-and-menulog-to-st
op-selling-shark-fins?recruiter=419177630&utm_source=share_petition&utm_
medium=copylink&utm_campaign=share_petition(2019. 3.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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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어획 및 소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그동안 수산자원은 소비자에게는 식품으로, 수산업계에는 어획의 대상으로써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종 다양성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자원 이용 시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상어 자원의 고갈 및 멸종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
심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MSC와 NOAA의 조치에 따라 상업적 어업은 물론 레저
낚시에 있어서도 상어 자원관리와 동물 복지 실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업계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수산물을 소비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양 포유류 및 상어 자원을 시작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수산자원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제사회에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참고자료

a)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1815&ndb=1(2019. 3.
5. 검색)
b) https://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new-noaa-measures-to-tac
kle-mako-overfishing(2019. 3.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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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f-shark-fin-soup-from-the-menu/(2019. 3.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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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분 대체 원료 개발에 대한 국제적 노력
■ 기존의 양어 사료를 사용한 생산 방식은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a) b) c)
- 현재 어류 양식은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면 물고기를 죽여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앤초비, 정어리 등으로 어분, 어유를 만들고 이를 연어, 새우 양식 등의 사료로 사용한다.
- 어분 생산에 쓰이는 소형 부어류(small pelagic fish)는 전체 어족 자원의 1/3을 차지한다.
주로 사료어(forage fish)라 불리우는 이 자원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해양 생태계
가치사슬에서 대구, 연어, 참치, 돌고래 등의 피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료어의
약 90%가 어분 혹은 어유로 가공되어 양어용 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림1 참고)
- 이러한 기존의 양식 생산 방식은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인식 하에 “양어용 사료의
미래(Future of Fish Feed, 이하 F3)”라는 단체가 2015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무
(無)어분 사료 경연대회(Fish Free Feed Challenge),“ “어분 대체원료 개발대회(F3 Feed
Companies Got Talen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업체의 인식 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림 1. 사료어(Forage Fish)의 문제점

사료어의 10%만이 식용, 90%는 사료로 활용

4.5kg 연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약 7kg 사료어 필요

출처: https://kepleybiosystems.com/forage-fish/ (2019. 3.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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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높은 원료는 식물성 원료, 해조류,
곤충 등이다. a)
- 식물성(plant-based) 원료는 기존에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원료는
농축 콩단백(Soy Protein Concentrate)과 같은 대두류이다.
- 해조류 중 미역(seaweed), 스피룰리나 등은 아미노산, 오메가3, 오메가6 등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실제로 양식 사료에 해조류를 첨가했을 때 양식 수산물의 성장률,
질병 저항성 등에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치어, 갑각류 성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조류의 어분 대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
되기에는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 귀뚜라미, 밀웜,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등 식용곤충 또한 양어용 사료의 원료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곤충 사용량은 어분의 약 30%까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 양어용 사료에 쓰이는 어분을 대체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d) e) f)
-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미드웨스트(Midwest Ag Enterprises)社는 어분을 콩단백질로 완전
대체한 새우 양식사료를 생산하여 중남미 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곤충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인섹트(Ÿnsect)社는 사료용 곤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약 1,400억 원의 펀딩을 확보하였다.
- 이 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원료를 활용한 양어용 사료 개발 프로젝트(iFishENCi)’에 약
8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아쿠아바이오 테크(Aquabio Tech)사 주관으로
약 16개 파트너사가 함께 실시한다.

■ 국내에서도 대체 원료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 g)
- 전 세계적으로 양식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분의 수요와 가격도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림 2
참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어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어분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식어가에게는 경영비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 향후 국제적으로 사료어 생산의 감소에 따라 어분 생산량 또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어분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단백질 원료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실제 상용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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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세계 어분 가격 변화 추이

출처:
https://medium.com/sustainable-seafood/3-promising-alternative-feeds-for-aquaculture-2742c011e3cc
?fbclid=IwAR1b1vHkocybiE8I1dsibrncOPlxMVW2SSPBMDlx6IuAE6L5foemATJjdYY (2019. 3. 12. 검색)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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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foemATJjdYY (2019. 3. 11. 검색)
b) https://f3challenge.org/ (2019. 3. 12. 검색)
c) https://kepleybiosystems.com/forage-fish/ (2019. 3.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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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LUSxp6s (2019. 3. 12. 검색)
g) 김궁랑, 이일근, 김병호. 2018.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축산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0(1):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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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식물식’ 식단, 새로운 글로벌 수산물
소비 트렌드로 부상할 수 있을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식물식(WFPB)’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a) b)
- ‘자연식물식(WFPB)’ 식품은 홀푸드 식품과(whole-foods) 식물 기반 식품(plant-basea diet)이
결합된 형태의 식단을 뜻한다. ‘자연식물식(WFPB)’ 식단은 동물성 식품 일체의 섭취를 금하는
채식 식단과는 다른 개념으로, 수산물과 유제품 섭취를 허용한다.
- 기존 채식 식단의 영양학적 오류를 개선한 신개념 식단 버전으로, 자연 상태 식물성 식품인
채소, 해초, 과일, 견과류, 수산물 등은 물론, 통곡물 가루음식, 두유, 도정된 곡식, 백미나
백밀 가루음식, 식물성 치즈, 과즙, 식물성 고기 등 가공된 식품을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

■ ‘자연식물식(WFPB)’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물기반 식품협회(PBFA)’가 설립되었다. c)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자연식물식(WFPB)’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식물기반 식품협회(Plant
basea food association)가 미국에 설립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연식물식 제품에 인증 등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자연식물식(WFPB)’ 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수산물, 식물성 치즈, 요구르트, 버터,
아이스크림, 달걀 등으로, 최근 수산식품에 대한 인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글로벌 벤쳐캐피탈 자금이 ‘자연식물식(WFPB)’ 제품 개발 회사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벤쳐캐피탈 자금이 ‘자연식물식(WFPB)’ 식품 개발 연구소
등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식물식 수산식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그 결과, 뉴웨이브푸드(New Wave Foods), 굿캐치푸드(Good Catch Foods), 소피스키친
(Sophie 's Kitchen) 등의 기업에서 참치, 새우, 게, 바닷가재 등의 수산물을 ‘자연식물식
(WFPB)’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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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연식물식(WFPB)’ 식단이 새로운 글로벌 수산물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자연식물식(WFPB)’ 식품 판매는 3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잇템(it-item)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잇템(it-item) : it+item의 합성어로, 최근 주목받는 상품을 일컫는 말
- ‘자연식물식(WFPB)’ 식품 중 수산물에 대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향후 ‘자연
식물식(WFPB)’ 식품이 전 세계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
되고 있다.

김지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kjy0911@kmi.re.kr/051-797-459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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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 정책으로 새우 생산량 감소

■ 수산분야 환경보호 정책으로 중국의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a) b)

- 중국은 자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면과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제13차 어업발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 ‘제13차 어업발전계획’이 시행된 2017년 중국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6.6% 적은
6,445만 톤이었으며, 해면과 내수면은 각각 10.8%, 8.4%가 감소하였다.
- 특히 양식분야에 있어서 해당 정책은 양식지역(가능,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재배치, 양식품종
및 양식규모 조정 등 양식면적에 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 수산물 안
전성, 공급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 양식면적 감소로 인해 다수의 품종은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수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 중국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 만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 373

5, 603

5, 908

6, 172

6, 462

6, 700

6, 901

6, 445

해

면

2, 798

2, 908

3, 033

3, 139

3, 296

3, 410

3, 490

3, 113

내 수 면

2, 575

2, 695

2, 874

3, 033

3, 165

3, 290

3, 411

3, 124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8 (2019. 3. 19. 검색)

■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중국의 새우 양식면적의 감소로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c)

- ‘제13차 어업발전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 남쪽에서 북쪽까지 연해지역, 연해,
주장 삼각주, 쑤 루동 66.7㎢, 광시 친저우 20㎢, 베이하이시 테산항광둥 6.7㎢, 베이하이시
인탄에서 헝루산까지 6.7㎢ 등에서 새우 양식이 금지되었다.
- 이에 따라 2017년 중국의 새우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5.6% 감소한 270만 톤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적은 양이 생산되었다.
- 생산량이 감소와 달리, 중국 내 새우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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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새우 생산 현황
(단위 : 만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28

237

257

263

269

274

286

270

해

면

145

147

156

155

153

158

159

135

젓

새

우

55

53

57

57

54

53

51

44

참

새

우

11

13

13

13

14

16

17

18

꽃

새

우

29

29

31

32

32

37

33

28

갯

가

재

32

29

29

29

29

29

28

22

면

83

90

101

108

116

116

127

135

흰다리새우

61

67

76

81

88

89

93

108

홍다리얼룩새우

6

6

6

7

7

8

7

8

대

하

5

4

4

4

5

4

4

4

보 리 새 우

5

5

5

5

5

5

6

5

내

수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8 (2019. 3. 19. 검색)

■ 중국 수산물의 생산 감소,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중국 내 수산물 생산 감소는 전 세계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중국의 수산물 생산 감소는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신규 수요처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새우와 같이 중국 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관련 품목의 성장·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백진화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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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태 가공업체, 가격 회복에도 경영 어려움 계속
■ 2015년부터 하락했던 명태 가격, 2018년 들어 회복세 보였다. a) b)
- 최근 명태 가격의 하락세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세계 최대의 명태 수입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2015년 8월 명태 필렛과 블럭의 수출단가는 톤 당 3,229달러에서 2017년 6월
2,114달러로 떨어졌다.
- 그러나 2018년부터 가격은 회복세를 보였는데, 1월 톤 당 2,196달러였던 수출 단가가 12월
에는 22% 상승한 2,673달러였다.
- 이에 따라 2018년 중국의 명태 필렛 및 블록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240,309톤이었으나,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11% 많은 6억 2,900만 달러였다. 이 중 주요 수출대상국인 독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93,097톤이었으며, 수출금액은 2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그림 1. 중국의 명태 필렛 및 블록 수출 추이

주: 명태 HS코드 03047500의 수출량, 수출단가
출처: www.undercurrentnews.com/(2019. 3. 10. 검색)

■ 명태 가격 상승에도 중국 명태 가공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a)
- 중국은 러시아에서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한 명태(H&G, headed and gutted)를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 원자재인 명태 H&G의 수입단가와 필렛의 수출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톤 당
1,846달러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그 차이가 1,383달러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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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차이는 축소된 반면 중국의 임금 상승과 정부의 엄격해진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중국의 명태 가공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중국의 명태 H&G 수입단가 및 필렛 수출단가

주: 명태필렛(HS코드 03047500) 수출단가와 냉동명태(HS코드 03036700) 수입단가
출처: www.undercurrentnews.com/(2019. 3. 10. 검색)

■ 2019년에도 명태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c)
- 2019년 러시아 총허용어획량(TAC)은 작년(178만 톤)과 비슷한 179만 톤, 미국은 작년(136만
톤)보다 소폭 증가한 140만 톤으로, 명태 공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의 가격 흐름과 수요 증대를 비추어 봤을 때, 2019년에도 명태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되며, 가공비용의 상승으로 중국의 명태 가공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ming4214@kmi.re.kr/051-79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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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악의 불법어업국 등극으로 불명예
■ 지난 1월, 중국은 불법어업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a) b)
- 올해 1월에 세계 불법어업지수(IUU Fishing Index)가 발표되었으며, 중국은 3.93점(5점 만점)
으로 최악의 불법어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중국은 불법어업(IUU) 목록에 있는 어선 수, 복수의 수역별 어업관리기구에 속한 원양어선의
수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어항 수, 어항의 외국어선
허용 및 수입에 대한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 2위 국가는 대만(3.63점)으로 불법어업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캄보디아(3.23점),
러시아(3.16점), 베트남(3.16점) 등 아시아 국가가 비교적 많았다.
-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1.43점)였으며, 그 외 필란드(1.67점), 스웨덴(1.73점), 독일
(1.89점), 덴마크(1.94점) 등 대부분 유럽 국가이다. 한편 세계 평균 점수는 2.29점이다.

그림 1. 불법어업지수(IUU Index) 지도 및 대륙별 점수

주: 지도에 표시된 색깔이 짙을수록 불법어업지수(IUU Index)가 높음은 국가임. 원 내의 점수는 대륙별 평균치임
자료: IUU Fishing Index(http://iuufishinginde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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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별 불법어업지수, 아시아 2.69점으로 가장 높고 유럽 2.05점으로 가장 양호하다. b)
- 이번에 발표된 불법어업지수 분석결과, 대륙별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수가 2.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2.38점, 중동 2.32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유럽의 경우 2.05점
으로 가장 낮았고, 북아메리카는 2.1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 대부분 대륙의 경우 네 가지 세부항목 중 한두 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 항목은
중하위권이었으나, 아시아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여 다른 대륙에 비해 불법
어업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대륙별 불법어업지수 및 세부항목별 점수
대륙
전 체
아시아
아프리카
중 동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유 럽

종합 점수
점수
2.29
2.69
2.38
2.32
2.24
2.19
2.16
2.13
2.05

순위
1
2
3
5
6
7
8
9

세부 항목
Coastal
점수
순위
2.51
2.94
1
2.69
3
2.28
8
2.54
4
2.41
6
2.82
2
2.33
7
1.99
9

Flag
점수
2.01
2.44
1.98
1.83
1.89
1.69
1.93
2.33
2.03

순위
1
5
8
7
9
6
2
3

Port
점수
2.41
2.87
2.33
2.74
2.31
2.35
2.26
2.11
2.26

순위
1
5
2
6
4
7
9
7

General
점수
순위
2.32
2.64
1
2.54
2
2.47
3
2.32
5
2.39
4
1.90
8
1.87
9
1.98
7

자료: IUU Fishing Index(http://iuufishingindex.net/ranking)

■ 어획 규모 상위 10개국, 불법어업지수 2.77점으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가의 어획규모별 불법어업지수(상위 10개국)
- 비교적 어획 규모가 큰 상위 10
개국의 불법어업지수는 2.77점
으로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업세력이
큰 국가일수록 불법어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 한편 우리나라와 어업세력이 비
슷한 멕시코(2.32점), 태국(2.33
점)은 불법어업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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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6
7
8
9
10
14

국가

생산량

불법어업지수
점수
순위
3.93
1
2.70
15
2.29
66
3.16
4
2.21
88
2.68
17
2.63
19
3.16
5
2.19
93
2.71
13
2.77
2.49
37

중 국
15,485,515
인도네시아
6,151,944
미 국
4,908,598
러시아
4,480,525
페 루
3,789,711
인 도
3,620,269
일 본
3,247,315
베트남
2,678,406
노르웨이
2,202,967
필리핀
1,868,377
평 균
4,843,363
한 국
1,386,848
자료: FAO Fishstatj
IUU Fishing Index(http://iuufishingindex.net/ranking)

■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지수는 2.49점으로 37위를 기록하였다. b) c)
-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지수는 2.49점으로 세계 37위를 기록하였다. 인접국인 중국(3.93점, 1위),
일본(2.63점, 19위), 북한(2.58점, 24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권 국가 20개국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지수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국적기(Flag)’에 대한 것으로
3.25점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연안(Coastal, 2.57), 어항(Port, 2.33), 일반(General,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한국의 불법어업지수 및 세부항목별 점수
항목

점수

Coastal

2.57

Flag

3.25

Port

2.33

General

1.93

하위항목

점수

Vulnerability

4.50

Prevalence

2.60

Response

1.00

Vulnerability

5.00

Prevalence

3.00

Response

2.33

Vulnerability
Prevalence
Response
Vulnerability
Prevalence
Response

4.50
2.00
1.00
2.67
1.43
1.71
2.49

종합점수

주: 좌측 생선뼈그림에서 머리는 종합점수, 각 뼈는 연안, 국적기, 항구, 일반 항목에 대한 점수의 크기를 나타냄
자료: IUU Fishing Index(http://iuufishingindex.net/profile/korea-rep-south)

◦ 불법어업지수는 여러 가지 계량적 분석을 통해 세계의 불법어업 순위를 제공한다. 높은 점수를 기록
할수록 해당 국가가 불법어업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지표는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어떤 분야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알려준다.
※ 불법어업지수는 포세이돈수중자원관리유한회사(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td.)와 초국가적조직범죄대항
국제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의해 만들어짐.

◦ 불법어업지수는 국가 간, 지역 간, 해역 간 비교를 위한 근거가 되는 40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는 1점에서 5점 사이로 채점되며(1: 좋음, 5: 나쁨), 지표 그룹은 연안(Coastal), 국적기(Flag),
어항(Port), 그리고 일반(General) 항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그룹에는 취약성(Vulnerability), 빈도
(Prevalence), 대응(Response)에 관한 세 가지 부류별 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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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징어 자원 감소, TAC도 대폭 줄여
■ 일본 수산청은 오징어 자원 상태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a)
- 지난 1월 일본 수산청이 일본 근해의 수산자원 4개 어종 5개 계군에 대한 2019년 자원 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2019년 자원평가 결과(50종 80개 계군)가 모두 공개되었다. 이중 특징
적인 것은 오징어 자원의 감소 추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 평가 결과를 보면 겨울 산란군 오징어 계군 낮은 자원 수준 상태에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을 산란군 오징어 계군도 중간상태의 자원 수준상태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가을 산란 계군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어획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친어량을 실제
보다 과대 평가하기 쉬우며, 각국의 협조 하에 어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2018년 일본 오징어 어획량,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b) c)
- 일본에서 어획하는 다양한 오징어 자원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살오징어는 2000년
어기에 30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2017년 어기에는 5만 6천 톤으로 급락한 바 있다.
- 2018년에도 전년의 추세가 이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어획량이 4만 1,700톤으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했으며, 신선오징어와 냉동오징어 모두 역대 가장 적은 물량이었다.
- 냉동오징어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1만 3,270톤에 그쳤으며, 홋카이도와 이시카와지역은
각각 42% 감소했고, 하치노헤는 15% 감소하는 등 주생산지의 어획 부진이 두드러졌다.
- 신선 ․ 냉장오징어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2만 8,427톤이었으며, 지역별로도 홋
가이도 11%, 산리쿠 28%, 동해 연안지역 22%, 큐슈지역에서 2%가 감소하였다.

■ 2019년 어기, 일본 오징어 TAC 할당량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다. c)
- 일본 수산청에서 발표한 2019년 어기(2019년 4월~2020년 3월) 오징어 TAC 할당량은 전년
보다 31% 감소한 6만 7천 톤으로, 이 양은 역대 오징어 TAC할당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으로는 겨울 산란장인 동중국해의 수온 하락과 동해에서의 북한어선
불법 조업을 포함한 외국어선에 의한 어획량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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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어획 감소에 따라 가격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c)
- 심각한 어획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오징어 산지가격도 급등하였는데, 2016년 여름 이후 급
등한 산지가격은 2017년에도 kg당 543엔으로 5년 전에 비해 2.7배 높게 형성되었으며,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오징어 자원은 우리나라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자원 감소는 우리나라의 어획량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체제인 포클랜드 오징어 어획 또한 최근 2년 동안 매우 부진
하여 세계적인 오징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 2월 오징어 소비자가격(냉동 기준)도 kg당 12,770원으로 평년에 비해 55% 높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향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어장의 동향과 포클랜드 해역의 어획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현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팀장
(shkim@kmi.re.kr/051-79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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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자원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산 가공업계의 다변화
노력
■ 일본 어업 생산량 저하와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일본 수산 가공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a) b)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7년 일본 해면어업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325만 8천 톤
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특히 해면어업 중 오징어는 13% 감소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외에도 꽁치류와 연어류가 연이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이와 같이 어획 부진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요국 수요 증대, 자원량 고갈에
따른 원양산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유가 급등 등의 거시적인 악재와
맞물려 있다.

■ 일본 수산물 가공업계는 최근 수산 가공품에 이용되는 원료 자원의 변동성 확대로 적자
경영 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c) d)
- 홋카이도의 오징어 가공업자들은 최근 오징어 생산 급감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는 등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일본 시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하코다테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70개에 육박하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 70%가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이다.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원료를 지역산에서 수입산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오징어 가공에서 원료를 다른 어종으로
전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 또 다른 가공업체들은 낙지와 연어 등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을 넘어 농산물까지 취급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과 농산
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대체 원료를 이용한 신규 상품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계는 원료 변화 모색,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수산 가공품 개발과 같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e) f) g)
- 대체 원료로 검토되는 수산물 중 하나는 최근 생산이 급증한 방어로 일본 남부에서 어획되는
방어가 2010년대 초반부터 해수온 변화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자 가공원료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지역업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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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나토리(なとり)라는 업체는 안주류로 인기가 높은 오징어가 최근 원료 부족 현상이 장
기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기존에 안주 소재로는 이용되지 않던 붕장어, 굴 등의 수산물로 눈을
돌려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오징어 가공품으로 유명한 하코다테시에 위치한 한 건제품업체는 베트남산 가오리를, 또 다른
업체는 대구껍질 구이 가공을 시작하면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입원료를 이용
하여 위기 타개에 나선 경우도 있다. 이에 일본 지방정부도 새로운 원료를 이용한 상품 개발,
기자재 구매 시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나섰다.

■ 우리나라 수산 가공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일본 수산 가공업계의 노력은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돌파구 마련과 함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자원량
문제로 원료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가공업에 대해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노력과 함께, 가공산업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야 할 시점이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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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포장재’로 한국도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유도

■ 인구사회 구조, 산업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식생활도 변화되어 왔다.

a)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대변되는 인구사회 구조, 효율성 중심의 산업구조 등 현대사회는 다양한
요구 속에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소비자들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들은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간편한 가정식 대체식품(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최근 플라스틱 문제 등은 지속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 있다. b) c)
- 플라스틱은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여겨졌지만 최근 폐기물 증가 등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EU는 미세 플라스틱 제품 금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중국 하이난성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판매, 사용 전면 금지 실시 방안 의견 수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체재를 개발 및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포장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포장재의 핵심은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이면서도 유익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d)
- 현대 소비자는 사용하기 쉽고(쉬운 개폐·재 밀봉 가능·분할 가능·개별 포장), 효과적(누출 방지,
취급 용이)이면서도 유익한(영양 정보, 요리법) 포장재를 찾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포장재(재활용·재사용·유효 기간 연장·낭비 감소)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
- 글로벌 포장재 제공업체인 베미스(Bemis North America)의 제품 관리자는 “해당 요건들을
갖추면서도 독특하고 눈길을 사로 잡는 포장을 결합한 업체는 소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또한 포장 혁신 업체이자 개발자인 맥스웰(Maxwell Chase)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의 유통 기한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최적화된 수산물 포장 라인을 발표
하기도 했다. 특허 출원 중인 씨웰(SeaWell) 수산물 트레이는 트레이 하단에 통합된 액체를
흡수하는 기술이 담겨 있어 수산물에 대한 잠재적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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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씨웰(SeaWell) 수산물 트레이

자료 : https://www.packagingdigest.com/trays/shelf-life-food-safety-increase-seawell-seafood-trays1803(2019.3.7 검색)

■ 한국산 수산물 수출에 있어 포장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 b) c) d) e)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원물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가공품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포장재가 각 품목마다의 수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장재의 지속 가능 여부는
물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요건 역시 갖춰질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포장재의 필요 요건은 ‘편의성’, ‘효과성’, ‘유익성’,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높은 품질의 수산 제품 공급과 더불어, 프리미엄 포장재를 통한 한국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화를 기대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 / 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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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잃은 북한 어민, 대화퇴 어장까지 진출

■ 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대화퇴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일본 어민이 피해를 호소
하고 있다. a) b) c)
-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은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 5,191척에 대해 퇴거를 경고하였는데, 대부분 북한 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어민들은 최근까지 대화퇴의 일본 EEZ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북한 어선이 모두
1,000여 척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일본 수산청(Fisheries Agency)은 향후 오징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 어선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림 1. 대화퇴 어장 위치

출처: https://www.dailynk.com/english/37941-2/ (2019. 3. 11. 검색)

■ 북한이 340억 원에 중국에 어업권 팔면서 어장을 잃은 북한 어민은 대화퇴 까지 진출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 a)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7월 1,500여척이 조업할 수 있는 자국 내 연안 어업
권을 연간 3,000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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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북한 정권의 무리한 어획량 할당으로 인해 청진, 함흥, 원산 등에서 출항한 소형 어선이
북한 해안에서 700km 떨어진 대화퇴 어장까지 진출해 조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자금줄이 끊기자 북한 정권이 어업을 통한 외화벌이를 강화하고
있다. a) d)
-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오징어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부분 외화벌이 때문인데,
이를 통한 외화벌이 수익으로 1년 먹을 식량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북한에서 ‘낙지’라고 불리는 오징어가 중국으로 팔리는 값은 톤당 1만 2,500위안이며, 이
오징어들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면 톤당 4만 위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a)
- 일본 선박은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낚시로 오징어를 잡고 있지만, 북한 어선단은 유망
(drift-net fishing)을 이용해 대량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 이로 인한 남획이 바다 생태계에 변화를 주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
자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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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업자원 관리에 낚시 산업의 중요성 반영 필요
■ 미국의 어업자원관리에 있어 낚시 산업이 어업보다 그 중요도가 저평가 되어 온 것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a) b)
- (상업적)어업과 낚시 산업은 미국의 수산경제를 뒷받침하는 거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자원관리의 거버넌스 체계가 지금껏 어업에만 집중되어 온 문제가 최근 낚시 관련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 어업은 미국 내 연간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2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해 온 반면,
낚시 산업은 연간 4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68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국가적 단위의
산업 규모에 있어서 낚시 산업이 어업보다 큰 규모임을 입증해 왔다.
그림 1. 미국 내 상업적 어업과 낚시 산업의 경제적 효과 비교

출처: https://www.sportfishingmag.com/time-to-end-commercial-fishing-bias-in-fishery-management-councils
(검색일: 2019.3.18.)

■ 특히 미국 내 지역 수산경제에 있어 어업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낚시 산업은 멕시코만
지역에서의 주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a) b)
- 북태평양(North Pacific) 지역 수산경제는 대부분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업이 동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91% 수준이다.
- 반면, 멕시코만(Gulf of Mexico) 지역 수산경제는 대부분이 낚시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낚시 산업이 동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9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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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태평양과 멕시코만 지역 상업적 어업과 낚시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출처: https://www.sportfishingmag.com/time-to-end-commercial-fishing-bias-in-fishery-management-councils
(검색일: 2019.3.18.)

■ 어업과 낚시 산업이 이러한 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미국은
어업자원 관리에 있어 어업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 왔다. a)
- 북태평양 지역 수산경제의 핵심산업이 어업임에 따라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11명의 투표권자
중 10명이 어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멕시코만(Gulf of Mexico) 지역의
경우 수산경제의 핵심 산업이 낚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 어업위원회의 투표권자 대
부분은 낚시가 아닌 어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어업 중심의 획일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낚시 산업의 중요성과 낚시
인의 목소리를 간과해 온 문제점이 드러났고, 낚시 관련 단체들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수산경제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고동훈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donghun.go@kmi.re.kr/051-79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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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굴 패각을 활용한 환경정화사업 실시
■ 굴은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b)
- 굴은 개당 하루에 약 189리터의 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침전물, 박테리아,
중금속, PCBs,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생물정화
(bioremediation)에 쓰인다.
- 굴은 산호초(coral reef)처럼 어초(oyster reef) 형태를 구성하여 작은 미생물이나 해마 등에
있어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굴 서식지에서 굴복어(Oyster toadfish)는 산란
활동을 하고, 블루크랩(blue crabs)은 먹이활동을 한다. 또한 자연 방파제로서 해안침식과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 미국에서는 굴을 활용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
- 미국 뉴욕에서는 “십억 개의 굴(One Billion Oysters)“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어 뉴욕
해역에서의 굴 자원 회복 및 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십억 개의 굴 자원을 복원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 사업은 뉴욕에 있는 70여개의 레스토랑에서 굴 껍질을 수집한 후, 최소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연 방치하여 세척 및 살균시킨 후에 종패를 붙여 돌망태(gabion) 형태의 ‘굴 어초’를
설치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그림 1 참고)
-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약 450톤의 굴 패각이 재활용되었으며, 2,800만개의 굴 패각
으로 만든 12개의 굴 어초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70개 지역 학교와 협약을
맺어 투입된 굴의 생존률과 수질 개선 효과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최근 하와이에서도 뉴욕의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진주만 해역 수질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했다. 미국 해군은 하와이 대학의 태평양양식수산자원센터(Pacific Aquaculture and
Coastal Resource Center, PACRC)와 파트너십을 맺고 하와이 토착종인 하와이안굴
(Hawaiian Oyster)과 흑진주조개(Black-lip Pearl Oyster)를 활용한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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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굴을 활용한 뉴욕의 환경정화사업(Billion Oyster Project)

출처: https://www.geek.com/news/this-nonprofit-is-trying-to-restore-one-billion-oysters-to-new-york
-harbor-1776860/ (2019. 3. 8. 검색)

■ 국내에서도 굴 패각을 활용한 어장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c) d)
- 국내에서 연간 폐기되는 약 36만 톤의 굴 패각 중 10% 가량만이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채묘용으로 다시 쓰이는 패각을 제외하고 쓰레기로 방치되는 굴 패각은 미관 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악취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 또한 현재 굴 양식업은 밀식, 자연탈락 등으로 인해 어장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 그러므로 버려지는 굴 패각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어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도입도 시급하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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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태 인지도 제고를 통한 명태 산업 회복
■ 미국은 현재 명태(Alaska pollock)산업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a)
- 2015~2017년, 미국의 명태 산업은 미국 소비자 연맹과 픽앤팩(Pickenpack)과 갤머스
(Gelmer’s)의 도산으로 인해 명태 시장은 불황이 지속됬으며, 필레(fillet)를 생산했지만
재고가 쌓이면서 명태 공급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명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톤 당
2,400달러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 명태 생산·가공·유통업자들은 명태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 투자,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명태 가격은 톤 당 3,500달러로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수산물 소비 중 명태 소비가 23%를 차지하는 독일 시장으로의 수출이 6~8% 증가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 GAPP,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명태(wild Alaska pollock)의 인지도를 높였다. b)

c)

- 명태 산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명태(wild Alaska pollock)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태 생산기업인 미국 알래스카 명태 생산업자 협회
(GAPP)는 명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GAPP는 주요 명태 수출시장인 독일에서 마케팅 행사를
열어 러시아 명태와는 다른 미국 냉동 명태의 경쟁력에 대해 홍보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식당의 메뉴에 ‘명태(wild Alaska pollock)’를 넣으므로 명태 소비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 또한 미국 명태와 관련된 어업인, 명태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식품영양 인증
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 ‘명태(wild Alaska pollock)’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썼다.
- 이러한 노력에 더불어 미국농무부(USDA)에서는 푸드뱅크와 식량원조 수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달러의 활명태를 구입했다. 식품관리과(FNS)는 공립학교 점심 등 모든 아동영양
프로그램의 식품평가 시스템을 개정하고 수산물을 포함한 더 많은 건강 식품들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구매된 명태는 빈민층에게 고단백, 고영양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쓰여졌다. 미국농무부의 구매가 명태 산업의 판매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또한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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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다. d)
- GAPP는 새로운 시장에 명태(wild Alaska pollock)의 인지도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기여한 트리덴트 씨푸드(Trident Seafoods)와 트루 노스(True North)에게 프로
젝트를 위한 펀딩을 해주었다. GAPP의 남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North America
Partnership Program)은 남아메리카 시장에 새로운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신제품을 만들어
명태 인지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트리덴트 씨푸드(Trident Seafoods)의 프로젝트는 7개의 미국 주요 시장의 고급 레스토랑에
명태를 소개하는 캠페인, 명태(wild Alaska pollock)으로 만든 연육 국수 등의 제품을 남아
메리카 상점에 소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트루 노스(True North)의 주요 프로젝트는 IQF
(개별급속냉동)명태 필레를 남아메리카 상점에 소개하는 것이다.
- GAPP의 펀딩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으며 더 넓은 시장으로 명태(wild
Alaska pollock)을 홍보하고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한국도 수출에 강점을 가지는 수산물의 인지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교역 충격 요인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정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명태 수출 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도 수출에 강점을 가지는 주요 수산물을 발굴하고 생산, 가공, 유통업자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수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 펀딩, R&D를 통해
K-FISH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대시켜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참고자료

a) https://www.intrafish.com/marketplace/1721439/alaska-pollock-industrys-recoverywas-no-accident (2018. 3.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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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 문제 지속

■ 최근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시행에도 불구,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
-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명칭,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2월 뉴욕 내 위치한 슈퍼마켓의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수산물 4마리 중 1마리는 허위 정보가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해 9월에는 버지니아의 한 수산물 판매회사에서 외국산 게살을 대서양 블루크랩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로스엔젤레스 내 음식점에서 판매된 초밥의
50%가 원산지뿐만 아니라 어떤 수산물인지도 모른 채 판매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불법어획 및 불법 유통
․ 판매 위험이 높은 수입 수산물 13종1)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수립 ․ 시행하였다. 그러나 SIMP는 일부 수입산 수산물에만 한정되어있어 수산물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오세아나(Oceana)의 조사 결과, 미국 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21%는 허위 정보가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 국제 해양자원 보호단체인 오세아나는 SIMP에 포함되지 않는 수산물의 허위 정보 표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전역에 위치한 음식점, 소규모 시장, 대형 식료
품점 등 277개소를 대상으로 449개의 수산물 표본을 수집,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미국 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21%가 명칭 및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기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을 자국산 또는 수요가 많은 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양식산
수산물을 자연산으로 바꾸어 표기 ․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29종의 수산물 표본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29종이 아닌 83종인 것

1) SIMP 대상품목은 전복, 대서양 대구, 블루크랩(대서양), 마히마히(식용 돌고래), 그루퍼, 붉은 킹크랩, 태평양 대구, 붉은
돔, 해삼, 상어, 새우, 황새치, 다랑어류(날개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참다랑어) 등 13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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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11종의 돔류를 포함한 틸라피아, 선홍치 등 20종의 수산물이 모두 “도미”로
표기되었으며, “농어”로 표기된 수산물 또한 실제로는 메로, 배스, 퍼치, 틸라피아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표 1. 미국 내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 현황
구매 당시 수산물 표기명
농어(Sea bass)
도미(Snapper)
알래스카 할리벗(Alaskan Halibut)
도버 서대(Dover Sole)
부채새우(Slipper lobster)
놀래기(Hogfish)

실제 수산물
메로(Toothfish), 배스(Bass), 자이언트 퍼치(Giant perch),
나일 틸라피아(Nile tilapia) 등
참돔(Madai), 할리벗(Halibut), 선홍치(Bonnetmouth),
틸라피아(Tilapia) 등
넙치(flounder), 그린랜드 터봇(Greenland turbot) 등
월아이(walleye) 등
큰징거미새우(Giant freshwater prawn) 등
가이양 메기(Sutchi catfish), 그루퍼(Grouper) 등

■ 품목별로는 농어와 도미, 판매 장소별로는 음식점의 허위 정보 표기 사례가 가장 많았다.c)
- 품목별로 살펴보면, 29종 중 17종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농어와 도미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농어의 경우 총 31건 중 17건인
55%가 잘못된 정보로 표기되었으며, 도미는 36건 중 15건인 42%가 허위 정보로 기재되었다.
그림 1. 미국 내 수산물 품목별 허위 정보 표기 사례수

출처 : OCEANA, Casting a Wider Net: More Action Needed to Stop Seafood Fraud in
the United States, 2019.3, pp.4.

- 판매 장소의 경우 전체 277개소의 35%인 97개소에서 수산물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점의 경우 227마리 표본의 26%(59마리)가 수산물 정보 표기에 오
류가 있어 허위 정보 표기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시장은 24%(75마리 중 18마리), 대형 식료
품점은 12%(147마리 중 18마리)가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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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판매 장소별 수산물 정보 허위 표기율
전체 판매 장소 기준 정보 허위 표기율

판매 장소별 정보 허위 표기율

출처 : OCEANA, Casting a Wider Net: More Action Needed to Stop Seafood Fraud in the United States, 2019.3, pp.4.

- 대형 식료품점은 음식점이나 시장보다 허위 표기 비중이 적었는데, 이는 대형 식료품점의 경우
원산지표시제(COOL) 의무화로 인해 정확한 수산물 정보를 표기해야 하지만, 소규모 시장이나
음식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산물 정보 표기 제도가 필요하다. b) c)
- 오세아나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의 수산물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처럼
보다 강력산 수산물 정보 표기 제도를 의무화 할 경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먹거리 섭취가 가능해 질 것이다.
-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양식산이 자연산으로 둔갑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수산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다.
하현정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연구원
(bye0412@kmi.re.kr/051-79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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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전자 조작 연어의 상용화에 관한 논쟁 화두
■ 미국 식품의약국은 유전자 조작 연어의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a) b)
- 2019년 3월 8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성명서를 통해
유전자 조작 품종인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AquaAdvantage Salmon)’의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FDA는 2016년 유전자를 조작한 연어를 함유한 식품과 알에 대한 수입경보(Import Alert)를
발령하여 미국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었다. FDA는 2015년 유전자가 조작된 연어의 판매를
승인한 전례가 있지만, 동물성 유전자 조작 식품에는 라벨링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권고로
수입을 금지해 왔다.
- 금번,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는 의회의 라벨링 권고안을 충족시켰
다는 FDA의 판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기준을 의무화하는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이 2019년 2월
19일부로 발효되었고, FDA는 이러한 기준이 유전자 변형 연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라벨링 권고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았다.

■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는 일반 연어보다 성장 속도가 두 배 가량 빠르며, 이르면 2020년에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c) d) e)
-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는 성장속도가 빠른 왕연어(Chinook)의 성장호르몬 유전자와 오션 파
우트(Ocean Pout)의 유전자를 대서양 연어에 주입하는 기술로 만들어졌다. 개발기업인 ‘아
쿠아바운티(AquBounty)’는 아쿠어어드밴티지 연어가 시장 크기로 성장하기까지의 기간이
16~18개월로서 기존의 연어보다 두 배 가량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밝혔다.
- FDA 국장인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의 성명서에는 2015년 검토에서 허가를 결정한
바와 같이, (i) 유전자 조작 연어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ii) 연어의 유전자에 결합된 유전적
구조는 안전하며, (iii) 이러한 연어가 기존의 대서양 연어보다 수산업의 중요한 성장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며, (iv) 미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개발사의 주장을 수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사와 FDA는 아쿠어어드밴티지 연어의 상용화로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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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쿠아바운티는 캐나다에 있는 연구 개발센터에서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 알을 수입하여 미국
인디애나에서 양식한 뒤 ‘생명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으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쿠아바운티는 이르면 2020년에 유전자 조작 연어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
이다.

■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는 미국에서 상업적 생산이 허용된 최초의 동물성 유전자 조작
품목으로,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시기준(NBFDS)’이 적용된다. f)
-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시기준인 NBFDS는 2019년 2월 19부로 발효되어 2022년 1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NBDFS 규정의 대상자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은 주로 식물성 식품으로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품목은 알파파,
사과, 카놀라, 옥수수, 가지, 면화, 파파야, 파인애플, 감자, 대두, 호박, 사탕무이며 동물성
식품은 연어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대상 품목은 ‘생명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 또는 ‘생명공학 식품 재료 포함
(Contain Bioengineered Food Ingredients)’ 텍스트를 표시해야 한다. ‘포함 가능(May
be)’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 표시 예외 대상은, (i) 레스토랑 혹은 이동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ii) 연매출 250만 달러
이하의 영세식품업체, (iii) 비의도적 혼입치 5% 미만 함유, (iv) 생명공학 사료를 먹인 동물
에서 유래된 식품, (v)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나타났다.

■ 알래스카 지역을 비롯한 유전자 미조작 프로젝트(Non-GMO Project), 식품안전센터
등 사회단체에서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f) g) h) I)
- 이번 FDA의 결정으로, 미국의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등 식품안전 및
환경관련 비영리단체에서는 FDA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였고, 연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워싱턴 주의 퀴노 인디안 네이션(Quinault Indian Nation)의 대표는 자연산 연어가
외부 시장과 생태학적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것임을 언급하였다.
- 연어생산이 활발한 알래스카지역의 어업인들은 유전자 조작 연어를 프랑켄피쉬(Frankenfish)로
지칭하며, 명확한 라벨링 규정 없이 규제를 해제한 FDA를 비판하였다.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상원의원인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는 시장성 있는 생선을 생산하기 위해 두 종류의
동물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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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FDS의 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미조작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NBFDS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그 사이 기간 동안 아쿠아
바운티가 연어에 라벨을 부착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유전자 조작
연어가 2년 동안 라벨링 표기 없이 미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시간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 더불어, NBFDS의 라벨링 표기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또는 GE(Genetically
Engineered)와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대신 ‘생명공학(Bioengineered)’을 사용한다는
점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박찬엽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pcy0814@kmi.re.kr/051-797-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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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연구
착수
■ 전 세계는 지금 연어양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연어 양식 산업은 양식장 탈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 항생제 및 살충제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연어 양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환경 영향력을 저감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투
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각 국가별로 처한 양식 환경 조건과 기술 수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영향력을 최
소화하면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정 양식기술 또한 상이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정부는 3월부터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
성을 가진 양식 기술을 평가하는 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a) b)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2)에 있는 연어 양식장의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 이번 지속가능한 연어양식을 위한 연구는 현 캐나다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실증하고, 특히
연어 양식과 환경(야생 연어)간의 상호 영향력을 줄이는 기술에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브리
티시 컬럼비아와 캐나다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SDTC)이 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육상·해상 폐쇄형 양식장과 해상·
먼 바다 양식장이며, 대규모와 중규모 양식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 동 연구는 1) 현재 주목받고 있는 양식 기술의 개요, 경제성 분석, 상업화 수준 검토, 2)
기술의 환경 영향력 분석, 3) 센서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한 잠정적인 환경 영향력 분석법,
4) 일자리 창출,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영향력 분석, 5)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재무평가, 6) 기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균형 연구, 7) 개별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고려한 권고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캐나다 당국은 양식산업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양식기술 검토와 더불어 양식 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양식 수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 연어 양식량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며, 국가 경제전략 차원에서 2016년 200,000톤에서
2028년까지 382,000톤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87

■ 우리나라는 해역 상황과 양식 품종별로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 있는 양식장은 해역의 위치, 양식 품종에 따라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다. 양식 현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 순환여과식 시스템의 도입, 첨단기기의 이용 등
신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식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특정 품종에 대한 적정 기술수준, 우리
나라의 기술수용도, 사회적·환경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채령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chaelee@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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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영국
■ 영국의 채식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수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a)
- 영국의 채식 식당은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채식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 이에 수산물을 통해 채식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산물을
의미하는 씨푸드(Seafood)와 채식주의를 의미하는 비건(Vegan)을 결합한 “씨건(Seagan)”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영국 수산업 관련 공공기관, “주 2회(2 a Week)”, “띵크 씨건(Think Seagan)”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수산물 소비 진흥에 나섰다. b) c)
- 영국의 수산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씨피쉬(Seafish)는 수산물 소비를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어류 소비를 주 2회 이상으로 늘리
자는 “주 2회(2 a Week)” 캠페인을 도입했다.
- 또한 지난 2월부터는 채식과 결합한 “띵크 씨건(Think Seagan)” 캠페인을 통해 채식 위주의
식단에 수산물을 더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캠페인을 통해 28일 간의 식단표와 초보자를 위한 체험용 키트를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수산물 생산부터 구매, 보관, 소비까지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d)
- 씨피쉬(Seafish)는 소비자들에게 생산에서 소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Fish is the Dish)를 운영하고 있다.
- 홈페이지는 관련 업계를 위해 글로벌 수산 동향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해 요리법, 보관법,
영양성분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수산물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이유식 만드는 법, 아동을 위한 생선요리, 임산부를 위한 음식
등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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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해당 홈페이지 정보가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국민에 맞추어 어떤
수산물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영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시, 최신 소비 트렌드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영국의 수산물 소비는 식이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위축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다양한
캠페인과 정보 공유로 소비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향후 정부기관 및 업체에서 주력으로 권장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영국 수산물
소비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영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시 이를 토대로 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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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선주 부담 경감 위해 스크러버 관련 비용
자산 불산입 검토
■ 국토교통성의 미즈시마 히로(水嶋智) 국장은 2월 28일 개최된 정례회의 이후 SOx
규제적합유 수요의 단기간 내 지나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향후 스크러버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했다. a)
- 2018년 이후 선주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토교통성에 스크러버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본선주협회나 내항 페리회사 등의 요청이 빈발했다.
- 해사국은 스크러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스크러버의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
사업자(선주)의 선택에 의거 자산 계정이 아닌 수선비 계정으로 전액 손금(損金) 계상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사국은 2018년 3분기부터 국세청에 스크러버 관련 비용을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해사국은 동 건에 대한 양 기관 간의 최종합의가 임박했다고 설명한다.

■ 손금 처리에 대한 국토교통성과 국세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대상은 일본 국내
선주가 보유한 선박들이 된다. a)
- 일본 선주가 보유하고 해외 선사가 용선한 선박도 손금 적용에 해당이 되는데, 동 선박의 스크
러버 설치를 일본 선주가 아닌 해외 선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동 선사의 회계처리는 일본이
아닌 본국의 회계법을 따라야 한다.
- 일본은 이미 2018년부터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도입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관련된 비용
전액을 수선비 계정으로 일괄 손금 처리하고 있다.
- 선박평형수의 손금 처리 결정 당시에도 국토교통성과 국세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 미즈시마 국장은 이번 스크러버 안건에 대해서도 선박평형수와 마찬가지로 일괄 손금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a)
- 해사국은 작년 이후 몇 차례 스크러버 안건에 대해 국세청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합의가 임박해
2019년 내 손금 처리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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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일본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성명을 발표하고 수출입을 견고
하게 지원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일본 해운산업의 손금 처리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 일본공인회계사회는 스크러버 관련 비용의 자산 불산입 및 일괄 비용 처리가 일본회계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편 규제적합유를 실제로 급유해 운항하는 국토교통성의 실선(実船) 트라이얼(trial)에
대해, 해사국은 3월 한국의 정유사로부터 저유황유를 수입해 내항선에 급유하고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a)
- 3월 실선 트라이얼에서는 페리, 유조선, RORO선 3개 선종에서 급유가 이루어지며, 저유황유와
선박 엔진과의 호환성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 이번 트라이얼에서 사용되는 적합유의 성상은 동점도 140cSt, 유동점 17.5도, 황성분
0.26%이다.
- 규제적합유의 급유는 이세만(伊勢湾)과 도쿄만(東京湾)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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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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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775(2019. 3. 1 검색)

CMA CGM·프레이토스, 해운 디지털화 협력

■ 프랑스 선사 CMA CGM이 해운 디지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기반의 물류스
타트업 프레이토스(Freightos)와 계약을 맺었다. a)
- 프레이토스는 온라인 국제운송서비스 기업으로 물류플랫폼을 구축해 화주들에게 화물운송 견적
비교 및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 이번 계약을 통해 CMA CGM은 프레이토스 온라인 화물 시장에 등록된 최초의 선사가 됐다.
CMA CGM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미중 노선에 대한 운임과 선적을 보장하며 머지않아
항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동 계약을 계기로 CMA CGM은 해운업계의 디지털 리더로서 지위 강화 및 고객중심 전략,
모든 수출입자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과 배송, 구체적인 항해 정보 제공 등에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프레이토스 즈비 슈라이버(Zvi Schreiber) 최고경영자는 CMA CGM이 프레이토스와 계약함에
따라 소형 화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요 선사에 운송을 맡길 수 있게 됐으며 모든 화주는
가격과 선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이번 서비스는 소형 화주가 선적 예약을 할 때 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 이를 위해 프레이토스가 선적 용량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화주들은 실시간으로 선적할 수 있는 화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레이토스 즈비 슈라이버 최고경영자는 대형 화주의 경우 CMA CGM에 직접 예약할 수도 있으나
급상승 수요나 새로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때 프레이토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번 서비스는 선사를 이용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소비자 기반의 소형 화주에게 CMA CGM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한편 대형 선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c)
- AP 몰러 머스크, CMA CGM, Ocean Network Express(ONE), 하팍로이드 및 MSC는
컨테이너 운송 산업의 디지털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준비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협회를 구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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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IT 임원을 지명하고 컨테이너 운송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공통 정보기술표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 새로운 협회는 선사들의 비영리 단체로 중립적 성격을 갖게 되며 상업적이거나 운영 상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목적도 갖지 않는다. 동 협회는
2019년 초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전우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실 전문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참고자료

a)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cma-cgm-and-freightos-join-han
ds-to-advance-shipping-digitalisation.html (2019. 3. 13. 검색)
b) https://www.freightwaves.com/news/maritime/cma-cgm-freightos-offering (2019.
3. 13. 검색)
c)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28876.html?highlight=ImNtYSBjZ20i
(2019. 3.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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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 선박 개방형 세정기 배출수 규제 염려치 않아
■ 선박 개방형 세정기(Open–Loop Scrubber)의 배출수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a)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기
술인 개방형 세정기(Open–Loop Scrubber) 배출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과
아일랜드의 일부 항만은 2019년 초부터 개방형 세정기 세정수의 배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싱가포르와 푸자이라(Fujairah)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개방형 세정기에서 배출되는 세척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세척수의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미
치는 부정적인 우려 때문이다.
표 1. 국가별 개방형 배출가스처리시스템 규제 동향
국가명
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라트비아
US

규제 내용
EGCS 배출금지
EGCS배출금지(운하 및 항만)
EGCS 배출금지(더블린)
연안에서 최소 3Nm이상 떨어진 해안 및 개방 해역에서만 배출허용
Pandi Balt Ltd는 2018 년에 규정에 따라 현재 배출이 허용되지만 향후 금지
될 수 있음
캘리포니아 배출금지/코네티컷항과 하와이항 배출 용

UAE

아부다비항 EGCS 배출 조건부허용

중국

북부 발해만 및 내륙하천지역 EGCS 배출금지

인도

MEPC.259 (68)에 제시된 기준에 충족 될 경우 배출허용

Fujairah
더블린
워터 포드
(Waterford)
노르웨이

항만 내 개방형 세정기 금지
더블린 항구 및 관할구역 세정수 배출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항 내(제한구역) 배출금지
피오르드에서 개방형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세정기 사용금지

출처: https://safety4sea.com/overview-of-scrubber-discharges-bans-in-ports (KMI재작성) (2019.03.12. 검색)
EGCS : Exhaust Gas Cleaning System(배기가스세정장치)(2019.03.12. 검색)
http://www.ksg.co.kr/news/main_st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LPG&p
Num=120544(2019.03.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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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세정기의 세척수 배출로 인한 오염도는 우려할 수준 아니다. a)
- 세계 최대 크루즈선 운항기업인 미국의 카니발(Carnival)이 3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분석 된 세척수 샘플은 IMO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한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잘 나타났다.
- 특히 일본은 국토교통성(Ministry of Transport)의 ‘세척수가 해양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개방형 세정기 세척수의 배출 금지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국내 기자재 메이커는 하이브리드 솔루션과 소형선박에 대한 스크러버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a)
- Jan Othman Wärtsilä 그룹의 배기가스 세정 책임자는 “이미 선박용 세정기를 설치하기로
선택한 선주들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규제
가능성이 있는 개방형 솔루션 보다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 최근 소형 선박 소유자의 스크러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스크러버 시장은 지속
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국내 기자재 업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스크
러버 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선박 및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하신영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sy@kmi.re.kr/051-797-4640)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2405/wartsila-shipowners-not-very-con
cerned-about-scrubber-discharge-bans(2019.03.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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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컨테이너 해운시장서 포워더 중개 역할 감소
■ 2019년 1분기 컨테이너 정기선 선사와 화주 간의 운임 교섭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선
사와 포워더(forwarder) 간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a)
- 최근 선사와 화주 간의 거래관계에서 선사와 화주 간 직접(direct) 계약이 체결되면서 포워더가
중개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 물론 포워더가 특정 화주를 대리해 선사로부터 선복을 찾는 named account는 일반적인 현상
이다.
- named account는 선사가 화주와의 협상을 포워더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취급량 측면에서도
일정한 볼륨을 기대할 수 있어 소석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널리 정착해 왔다.

■ 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named account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면서 포워더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a)
- 포워더가 항공사와 협상하고 적재공간을 마련한 이후 화주에게 적재공간을 판매하는 항공화물
수송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상 컨테이너 수송은 선사와 포워더가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자동차 메이커 등 대형 화주는 전통적으로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해상 수송
에서 포워더는 대형 화주를 제외한 중소형 화주의 화물 중개 역할을 맡아 왔다.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컨테이너선 대형화로 선사 단독으로 거대 선복을 메우기 어려워지면서
집화기능을 제공하는 포워더의 역할이 확대되기도 했다.
- 그런데 2018년 연말부터 선사들이 포워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화주와 운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선사들은 named account 방식으로 운임계약을 체결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
- 과거에는 소석률 제고를 위해 포워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9년 들어 선사들은 집하
방침을 대형 실화주(Beneficial cargo owners·BCO)로 한정하고, 포워더의 중개를 배제한
채로 화주와 직접 운임을 교섭함으로써 저가에 운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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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 account는 저운임으로 인해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선사와 실화주와의 접점이 적어 화주가 요구하는 세밀함에 대응하는 선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소석률 제고를 위해 포워더를 통해 운임교섭을 진행하다 보니 화주의 니즈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선사들은 선별작업을 통해 우량 포워더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소석률 감소로 인한 손실을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확대로 상쇄하려는 선사들의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a)
- 머스크 라인은 머스크 그룹 내 물류회사인 DAMCO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활용해
2019년부터 통관이나 내륙수송을 포함하는 종합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MACGM도 CEVA Logistics와 제휴해 해상운송 이외의 주변 서비스 확대에 의욕을 나타
내고 있으며, MSC도 유럽 역내를 중심으로 철도수송이나 컨테이너 창고 운영 등 해상 수송
이외의 물류 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 이처럼 유럽계 선사를 중심으로 해상운송 이외의 물류 서비스를 폭넓게 도입하려는 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named account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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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7124(2019. 3. 14 검색)

SOx 규제 관련 선사의 유류할증료 도입 가능성 확대
■ 2019년 상반기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와 화주 간의 수송 계약 개정 교섭(운임교섭)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다. a)
-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SOx 규제가 발효되기 이전에 선사가 운임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 2020년 1월 발효되는 SOx 규제에 대응해 선사가 일종의 연료유 할증료인 유류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BAF)를 도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 운임교섭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BAF 도입이 확산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a)
- 현재 BAF를 용인하는 화주가 있는 한편 종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의 고정운임을 바꾸지
않는 화주도 있는 등 화주들의 대응은 나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일부 선사는 2018년 11월부터 운임교섭을 시작하는 등 재계약을 위한 선사-화주 간 교섭은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양상이며, 일반적으로 연초에 운임교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이다.
- 현재까지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화주는 기계약된 운임을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고정운임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대기업 화주일수록 그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 이는 기업 내 화물운송 계약 담당자의 성과지표가 낮은 운임으로 계약이 체결될수록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 화주는 일반적으로 운임은 연간(1~5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연료유 가격이 변동해도 연도 중 운임을 개편하는 것을 지양하는 성향이 있다. a)
- 2020년 SOx 규제 발효 이후 연료유 가격이 오르면 선사들은 오른 가격 중 일부를 운임에
전가해 사회주체 간에 비용을 분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화주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막상 분담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SOx 규제에 대응하는 규제 적합유는 통상의 벙커유(C중유)에 비해 30~40% 비싸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유황유 가격은 규제 대응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층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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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종래 기체결된 고정운임이 적용될 경우 선사가 벙커유 가격 상승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는 벙커유 가격 변동을 반영한 BAF 도입을 주장해 온 것이다.

■ 현재 화주측의 반응은 크게 ① BAF 용인, ② 기체결 운임 유지의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a)
- ①과 관련 머스크 라인 등 운임교섭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계 선사를 중심으로 BAF
도입을 강행하다보니 서서히 받아들이는 화주도 등장하는 추세이다.
- 또한 EU 및 일본의 일부 화주들은 선사와 100년 이상 역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돈독한 관계
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주들은 BAF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
- 한편 ② 기체결 운임의 유지를 요구하는 화주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특히 최초 운임계약 당시
장기간 계속되는 해운시황 불황을 배경으로 운임을 양보한 화주의 경우 다시 한 번 선사의
입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②를 주장하는 화주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규제적합유의 장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으로 벙커유 가격 인상폭을 예측하고 이를 신규 계약운임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
라는 것이다.

■ 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화주들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다수로 선사들이 주장하는 비용
분담의 현실성이 생각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a)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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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6705(2019. 2. 27 검색)

‘IMO 2020’, 해운과 관련 산업에 영향 우려

■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황산화물(SOx) 배출 기준이 해운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a) b) c) d)
- IMO 2020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 수준
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박에 활용되는 연료는 중유(Heavy Oil)로 상대적으로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하지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1,100만 대~1,500만 대에 필적한다는 연구보고도 나와 있다.
- 새로운 황산화물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정화시스템(Advanced Air Quality Systems), 스크러버(Scrubber)를 장착하거나
또는 LNG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 해운물류 부문에서 저 황산화물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료(=중유)에서 정제
된 황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전환할 때는 약 6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IMO 회원국에 의해 선박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압류될 수 있다.
- 한편, 해운물류 업계에서는 선박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운영비의 50%를 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협약 시행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IMO 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새로운 황산화물 배출 기준으로 인해 선박 연료의 가격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
- 선박에서 활용되는 연료인 중유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기준 강화로
인해 선박에서도 트럭이나 항공기와 같이 황산화물을 소량 배출하는 저유황 함량의 선박연료유
등 대체 연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루 약 3백만 배럴의 연료를 소모하는 해운물류 업계의 사용 연료 변화는 기존 연료유의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연료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분석가들은 해운 산업의 연료 구조 변화에 따라 경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료비의 상승은 물류 운송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일부 인상
가격이 전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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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는 한국의 정유, 조선, 철강 산업 분야의 이윤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다. b)
- 국제적으로 엄격해진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낮은 수준의 황산화물 배출(Low sulfur) 연료에
대한 선박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수요의 변화를 감지하여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Crude Oil)에서 추출되는 벙커C유와 같은 중유를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고품질의
연료로 전환시키는 설비 체계를 구축하였다.
- 조선과 철강업계에서는 LNG선에 대한 신규 수주와 황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박
개조 작업, LNG 선박 건조 시 활용되는 철강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철강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재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한·중·일 선박 수주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선-철강 업계의 윈-윈(Win-Win)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IMO 2020 규정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특징
산업

특징

정유

◦ 국내 정유업계(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 디젤, 항공기
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체계를 구축

조선

◦ LNG선 신규 수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LNG선 분야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
◦ LNG선 신규 수주 또는 기존 선박에 Advanced Air Quality System 또는
Scrubber를 설치

철강

◦ 포 스 코 : 저온에서 LNG를 운반 및 저장할 수 있는 철강 개발
◦ 현대제철 : LNG선용 강철을 개발하여 생산

박종훈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전문연구원
(pjh1983@kmi.re.kr/051-797-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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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환경규제와 IEA의 벙커 수요 전망
■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규제가 시행된다. b) c)
-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산화물(Sulfur Oxides) 함유량을
기존의 3.5% m/m(Percent by mass)이하에서 0.5% m/m 이하로 강화하는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 이 규제로 선박소유자들은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중유(Low-Sulfur Fuel
Oil, LSFO)로 바꾸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연료(Biofuels) 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IMO 2020 환경규제의 대응 방안

출처: IHS Markit IMO 2020:What Every Shipper Needs To Know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IMO 환경규제가 시행되면 고유황 중유(HSFO)의 소비가 2백만
배럴 b/d)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a)
- IEA는 2020년에 HSFO에서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 MGO)로 약 1백만 배럴 (b/d)의
연료소비의 전환을 예측하였다.
- 또한, IEA는 새로운 연료혼합물인 초저유황중유(Very Low Sulphur Fuel Oil, VLSFO)가
약 1백만 배럴(b/d)의 HSFO의 소비 감소를 이끈다고 전망하였다.

■ IEA는 VLSFO의 수요는 IMO 2020 환경규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2백만 배럴(b/d)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
- IMO의 환경규제로

증가된 MGO의 소비는 2020년 이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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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FO로 대체되며, 결국 2023년에는 HSFO에서 MGO로 전환된 약 1백만 배럴(b/d)의 연료
소비 수요가 VLSFO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앞서 HSFO에서 VLSFO로 전환된 수요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VLSFO는 2023년까지 약
2백만 배럴(b/d)의 수요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 결국, IEA는 IMO 2020 환경규제 이전에 HSFO가 차지하고 있던 연료 수요를 2023년에서는
VLSFO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 IEA의 2023년까지의 벙커 수요 예측은 VLSFO의 호환성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정한 결과
이므로, 이 수요 예측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VLSFO와 선박 엔진 간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담보한 연료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IEA의 등급별 벙커(Bunker) 수요 전망
(단위: 천 b/d)

출처: https://safety4sea.com/future-fuel-oil-towards-2020(2019. 3. 15. 검색)

김태진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tjkim@kmi.re.kr/051-797-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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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합유 해상 비축위해 초대형 유조선 활용 사례 등장
■ 초대형 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VLCC)을 해상 대기시키고 동 선박에 황성분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해상 비축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a)
- 이러한 현상은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SOx 규제 개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적합유의 수요증가를 예상한 선사들의 조치이다.
- 세계 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9년 3월 들어 규제 적합유를 탱크에 저장한 VLCC 3-4척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해역에 정박하고 있다.

■ 해상 스토리지 활용은 선사들이 장래 저유황유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
하고 미리 저렴한 가격에 저유황유를 구입·저장해 놓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a)
- EU 선사 관계자는 규제 시작 이후 규제 적합유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적합유만으로 전체
저유황유 벙커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또한 EU 선사 관계자는 현재 톤당 40달러 차이인 고유황유와 규제적합유 간의 가격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선사들은 아직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미리 구입해두고 이를
선내 저장시켜 비용절감을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 초대형 유조선을 활용하는 저유황유의 해상 스토리지 저장은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a)
- 16-30만 톤급인 VLCC 보다 더 큰 선형인 30만 톤급 이상의 극초대형 유조선(Ultra Large
Crude Carrier·ULCC)이 향후 스토리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선사 관계자들은 규제 개시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유조선에 의한 해상 스토리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 영국 클락슨은 2019년 연중 해상 스토리지 목적으로 투입되는 유조선이 최대 20척까지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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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을 해상 스토리지로 활용할 경우 스폿(spot) 용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선복량 공급이 완화되기 때문에 수급의 긴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
- 일반적으로 스폿 용선시장에서 해상 저장에 의해 선복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수급의 긴축 효과가 발생해 왔다.
- 하지만 이번 해상 비축에 사용되는 저장용 충당 선박은 대부분 고령선으로 알려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전 세계 유조선 중에서 선령 15년 이상의 유조선은
35-40척이 있으며, 이중 VLCC 이상급 선형은 20척에 달한다.

■ 스토리지 선박이 증가하면서 VLCC 스폿 용선료 3만 달러가 2019년 상반기 중에 붕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 3월 15일 기준 아시아발 중동착 항로의 스폿 용선료는 daily 3만 4,000달러로 전주 3만
7,000 달러에서 하락했다.
- 스토리지 목적으로 투입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용선료는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
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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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7202(2019. 3. 18 검색)

이케아·CMA CGM, 지속가능한 해양 바이오연료 테스트
시도
■ 2019년 3월 19일에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IKEA)와 CMA CGM, 로테르담항, 굿쉬
핑프로그램(GoodShipping Program)으로 구성된 협력체는 새로운 바이오연료를
컨테이너선에 보급할 예정이다. a)
- 이번 테스트에 사용 될 바이오연료는 굿퓨엘(GoodFuels)이 3년에 걸쳐 개발했으며 종이 및
펄프 생산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폐기물 식용유로 만들어졌다. 선박 엔진을 변형하지 않고도
표준 해양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MA CGM은 선박 항해 또는 목적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이케아 제품을
수송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환경 관련 뉴스 제공 사이트인 비즈니스그린(Business Green)에 따르면 이케아가 테스트에
사용되는 바이오연료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의 글로벌 운송 및 물류서비스 지속
가능팀장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대체 연료를 탈이산화탄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이케아는 이번 테스트가 성공한다면 적어도 로테르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대해서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 테스트는 굿쉬핑프로그램의 주도 하에 촉진됐으며 해운산업에서 저탄소 해양 바이오
연료를 상업적 용도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이다. b)
- 굿쉬핑프로그램의 CEO는 이번 테스트의 목적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가 IMO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경로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파트너쉽을 맺은 당사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해양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확장성 및
기술을 입증하고, 해운분야에서 온실가스 및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옵션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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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중동 LPG 수출 증가로 지난해 LPG 해상무역거래 4%
증가
■ 초대형 가스운반선 선주사인 BW LPG에 따르면 2018년 기준 LPG 해상 무역거래는
북미와 중동의 수출 증가 및 동남아, 한국, 일본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a)
- 또한 2019년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로부터의 LPG 수출에 힘입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최근 EIA 예측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LPG 순수출은 LPG 생산량 증가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내 소비량으로 인해 2018년 대비 23% 증가한 3,8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BW LPG는 2018년에 세후 총손실 7,221만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4분기에만
3,420만달러의 세후 총손실을 기록했다. a)
- 또한 BW LPG는 Dorian LPG와의 합병 제안 거절과 3,400만달러 상당의 선박 손상이 손
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7년 4분기에 기록한 총손실 1,864만달러, 2017년 총손실 4,425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BW LPG는 2019년 LPG 운송시장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로부터의 수출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신조선 인도는 수요 증가를 상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
- 한국과 일본의 2018년 4분기 LPG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33% 증가했다. 두
국가 모두 중동지역의 LPG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북미 지역의 LPG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 동남아시아 국가의 2018년 4분기 LP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산
LPG에 강한 수요를 나타냈다.
- 중국의 2018년 4분기 LP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지만, 2018년 전체는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 인도의 2018년 4분기 LP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2분기와 3분기의 강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18년 전체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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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지역의 2018년 4분기 LPG 수출은 북미지역 무역시장 강세와 유럽 판매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했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었으나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북동아시아지역 수출도 늘었다.
- 반면 중동지역의 수출은 2%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11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재개된 이후부터 수출이 줄었다. 그러나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의 수출이 증가
하면서 상쇄됐다. 중동지역의 주요 LPG 수출국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였다.
- 또한 유럽과 지중해지역 모두 2018년 4분기 수출이 18% 감소했다.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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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아시아-북미항로 공급량, 전년 수준유지 전망

■ 북미항로 선복공급량이 작년 5월부터 운영된 서비스가 올해에도 대부분 유지되어 안정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 b)
- Zim이 미국 서부에 제공하던 1개 서비스 중단으로 주간서비스는 36개로 축소되었지만 2M
과의 전략적 제휴로 8,400TEU급 선박 4척을 공급하고 있다.
- 디얼라이언스는 기존에 운영된 PS1, PS2서비스를 북유럽~아시아~미서부를 연결하는 FP1으로
통합했다. 동 서비스는 9,000TEU급 15척이 투입되어 기존에 비해 주당 약 400TEU 정도
감소했다.
- 오션얼라이언스도 기존 서비스는 대부분 유지하지만 PSW8만 소폭 축소시킨다. 일시적으로
투입된 14,400TEU급 선박 2척이 8,500TEU급으로 교체된다.
- 3대 얼라이언스 모두 미 동부에 대한 공급량은 큰 변화가 없으며 현대상선과 SM상선도 기존
서비스를 유지한다.

그림 1. 아시아~북미항로 선사별 선복 공급량(2017~2019)

출처: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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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대한 공급의 선제적인 대응은 운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
- 3대 얼라이언스 모두 지난해 선대 공급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올해 미주항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 올해 2월까지 북미 동안으로 이동하는 화물량이 전년대비 1% 감소하는 등 수요 증가세가
전년 대비 둔화되었다.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매년 6~8월에 발생하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들이 추가적
으로 선대를 투입했지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급량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미항로 운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b)
- 2018년 4분기에 유럽항로 운임이 700달러/TEU대에서 1,000달러/TEU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요가 아닌 공급량 조절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동 기간동안 유럽항로에 대한 공
급량은 10% 감소한 반면 수요가 3% 상승해 운임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었다.(MDS
project)
- 2019년 북미항로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급량 조절여부가 올해 운임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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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11호
b)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6588/Capacity-cuts-helplift-AsiaEurope-load-factors(2019.3.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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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SOx 규제 대응 사전조치로 올 4월부터
연료공급 바지선 규제 해금
■ 2019년 4월부터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료유 바지선의
순회 공급 금지를 해금하는 방향으로 규제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a)
- 현재는 외항선 1척에 벙커바지선(연료공급선) 1척이 공급하는 일대일(one by one) 방식이
기본이지만, 순회 공급 금지 해금으로 대형 바지선들이 여러 척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하는
외항선 순회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규제 완화는 벙커바지선 효율 향상으로 이어져, 2020년 발효되는 선박의 SOx 규제에
따른 바지선 부족 우려 완화와 LNG 연료 보급 촉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각 세관의 관할항 구역을 넘어 벙커바지선 1척이 복수의 외항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의 용인을 검토 중에 있다. a)
- 현재 외항선이 주입하는 선박용 연료는 일본의 관세법상 수출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 그런데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연료유는 면세가 인정되다 보니 급유연료유와 급유되는 외항
선박을 엄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동일 세관의 관할 항내에서는 벙커바지선 1척이 외항선박
1척에 대해 연료를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이번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고, 각 지역 항만 내 세관에 행정명령을 보냄으로써 4월
부터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벙커바지선 부족 해소와 선박용 LNG 연료 보급 촉진 등의
목적이 있다. a)
- 현재 일본의 외항선박을 위한 벙커바지선은 일대일 방식에 적합한 500~1,000kL급 소형
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반면 연료의 순회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일본 내항과 외항선박을 대상으로도 순회 공급이
가능한 싱가포르와 일부 유럽에서 사용되는 벙커바지선은 4,000~7,000kL급의 대형 바지선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다.
- 대형 바지선은 일대다 방식이 가능해 한번에 여러 척의 본선을 대상으로 급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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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외항선 급유를 위한 벙커바지선은 선형이 작다보니 선복 수급이 불안정 상황
이다. a)
- 또한 IMO가 2020년에 시행하는 SOx 규제가 벙커바지선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SOx 규제로 인해 선박용 연료는 크게 저유황의 규제적합유와 스크러버 장착 선박용 C중유로
분류된다.
- 현장에서는 연료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 규제적합유와 C중유의 유종별로 다른 바지선을 준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바지선 부족의 심각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일본 정부의 순환 공급 용인에 의해 대형 바지선에 의한 고효율 연료 공급이 실현
되면 바지선 부족 현상이 일정 수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 순환 공급용 대형 벙커링바지선은 기존의 소형 벙커링바지선을 약간 개조해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되어 비용 부담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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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7(2019. 2. 19 검색)

Drewry, 자동차 운반선 시장 긍정적 전망

■ 자동차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OEM 업체들이 신기술 투자를 늘리면서 자동차 운반선
운송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
- 최근 영국의 스윈던(Swindon)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일본 자국 공장에서 유럽
시장에 자동차를 공급하겠다는 혼다(Honda)의 결정은 업계에 만연한 리쇼어링 추세
(reshoring trend)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포드(Ford)는 유럽, 러시아, 브라질, 중국 전역에 대한 생산량 합리화 계획을 발표
하면서 미국 공장 2곳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 다른 OEM 업체도 국내 조립 라인에서 해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완성차
운송의 호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 영국은 다른 일본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혼다(Honda)가 수십 년 동안 유럽 자동차
시장의 공급기지이며 생산기지였다. a)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소비자 태도가 SUV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혼다는 북아메리카와 같은 장외 수출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했다.
- 2018년까지 스윈던 공장의 생산량은 16만대로 떨어졌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공장
중 하나가 되었다.
-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근 EU-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향후 교역 장애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다.

■ 다만 영국에서의 자동차 제조와 관련해 다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혼다(Honda)의
생산기지 이전 행동에 따를 위험은 여전히 있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파급된 추세라는 증거는 없다. a)
- 드류리(Drewry)의 ‘완성차 해운시장 리뷰 및 예측 2018/19’(Drewry’s Finished Vehicle
Shipping Market Review & Forecast 2018/19)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자국 내 생
산에 비해 OEM 해외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북미 지역과 유럽 같은 시장의 회복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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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브라질 및 러시아의 신흥 시장 수요가 개선되고 인도 등에서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
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동률이 낮은 해외 공장을 재가동하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를 늘
리고 있다.
- 한편 해외 생산 능력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OEM은 아시아 브랜드로 이들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그림 1. 10대 OEM 기준 해외지역별 생산량b)

주: Based on Toyota, Volkswagen, Hyundai, GM, Ford, Nissan, Honda, Renault, PSA, Fiat Chrysler
자료 : Drewry’s Finished Vehicle Shipping Annual Review & Forecast 2018/19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s-mar-soybeans-exports-seen-higher-on-year-due-to-e
arly-harvest-conab/(2019. 03. 19 검색)

그림 2. 전체 생산량 증가율 대비 연간 해외생산량 증가율(2007~18)b)

주: Fiat Chrysler 제외
자료 : Drewry’s Finished Vehicle Shipping Annual Review & Forecast 2018/19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s-mar-soybeans-exports-seen-higher-on-year-due-toearly-harvest-conab/(2019. 03.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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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의 닛산(Nissan)은 최근 선더랜드
(Sunderland)에 X-Trail SUV 건설 계획을 취소했지만 이전의 영국 생산량을 줄이고,
러시아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있다. a)
- 또한 닛산은 알제리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가나(Ghana) 지역에 공장 건설을
조사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전기 자동차 생산의 세계화도 시작되었는데, 현대자동차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기지를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 한편, 기술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OEM 업체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회사는 보다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공장에 생산을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선진국
시장의 과거 생산능력을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이는 혼다(Honda)의 영국 공장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 드류리(Drewry)는 이머징 마켓의 자동차 수요 증가 및 생산량 증가로 남북 해상운송
및 지역 내 운송이 활발해지고 선진국 시장의 조립 공장 합리화가 동서 원양운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
- 그리고 완제품 차량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 선적량은 컨테이너선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드류리는 장기적으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고 부품
요구 사항을 줄임으로써 무역과 운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리쇼어링(reshoring) 추세보다도 기술 개발
및 신흥 시장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 본토와 같이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는 운송업체는 생산 능력 합리화로
인해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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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ian-soya-bean-exporters-set-new-rec
ords/(2019. 03. 19 검색)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s-mar-soybeans-exports-seen-higher
-on-year-due-to-early-harvest-conab/(2019. 03.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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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북극개발부’ 개편으로 북극 개발 본격화

■ 러시아 정부는 현재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확대하면서 러시아 극동
개발부의 역할이 러시아 북극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북극 지역에서 국가 정책 이행과 극동개발부 역량을 확대
하기 위한 정부기구 개편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 및 재가 요청한 바 있다.
- 특히 북극정책 수립의 중요성과 정부의 북극정책을 심의·집행하는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이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제1차관 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 제1차관 직에는 현 극동개발부 장관인 알렉산드로 꼬즐로프가 임명될 예정이다.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북극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체계를 공식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극동개발부 개편 법령에 서명하였다. a)
- 러시아 정부는 극동북극개발부 개편과 함께 북극개발 관련 부처의 권한을 3개월 이내에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현재 러시아 북극지역의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로 추코트카 지역내 구리광산 개발과 캄차카
LNG 환적터미널 건설 사업이 있다. 특히 캄차카 프로젝트는 야말 LNG와 북극 LNG-2에서
생산된 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개편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북극개발이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며, 북극해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2013년에 설립하였다.
-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제도적 매커니즘을 통해 관리해 왔다.
이번 극동북극개발부로의 개편은 북극지역의 투자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과 관련
기구의 설립이 예상되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연방예산 확보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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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드미트리 총리의 극동북극개발부 개편 관련 언급 내용
- 북극지역은 자국(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매우 중요한
실질적 활동영역임
- 아울러 새로운 항구와 새로운 에너지 시설 및 편안한 거주공간이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를 조정(담당)할 단일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
- 극동개발부는 극동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책임지는데 있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국가 프로그램 발전(극동 및 북극)에 있어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이미 구축(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만 내려진다면 러시아 북극지역의 개발을 위한 과제(임무)를 수행(완수, 추진) 할 준비가 되어
있음
출처: https://minvr.ru/press-center/news/20769/(2019.3.5. 검색)

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정다현 정책동향연구본부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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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9HPjThVyog99QsNpWs5SN5XK9Nzotg(2019.3.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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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NSR 운항규정 도입과 외국의 대응
■ 러시아 정부는 외국 군함이 북동항로(NSR)를 운항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했다. a) b) c)
- 러시아 연방 정부가 북동항로(NSR)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외국 군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 이 규정에 따라 외국 군함이 북극항로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45일 전에 러시아에 운항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군함 명, 함장 명 및 계급, 목적, 예상 경로 및 시기 등의 정보가
들어있어야 한다.
- 또한, 러시아 도선사가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해양 사고 및 해양환경오염, 비상
상황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근접한 러시아 항구 또는 해군 기지에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러시아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전 설명 없이 외국 군함의 북극항로
운항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에는 나포(拿捕) 또는
폭침(爆沈)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제법 위반 지적과 NSR 통과 상선과 주권면제 선박에 대해 러시아가 승인제도를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도 있다.

d)

-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제 234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규정이 환경과
해운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카밀 베키야셰프 러시아 해운법 협회 부회장은 “NSR가 물론 러시아 영해 이외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러시아가 NSR 전 해역에 대한 운항을 규제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우선 러시아의 새로운 규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국 군함은 UNCLOS 제234조
적용에서 벗어나는 주권면제 선박으로, 국제법과 일치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러시아는 NSR 범위를 서쪽 바렌츠 해에서 동쪽 베링해협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NSR 범위를 EEZ 이원지역까지 확장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국가들이 이견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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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해협에서는 외국선박의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이 보장되
지만, 러시아는 NSR 범위에 베링해협을 포함시키고 있고, NSR를 진입하고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2015년 5월 자유항행 보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러시아가 시행하고 있는 NSR 규제제
도의 일부분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하는 외교문서를 보낸바 있다. 특히,
러시아 EEZ와 영해를 항해하기 위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요건, NSR에 포함된 국제
해협을 내수로 지속 언급하는 점, 그리고 주권면제 선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러시아에게 NSR 제도가 주권면제 선박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 하지만,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현 국제정세에서 러시아가 NSR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프랑스 해군 지원선이 사전신고 없이 NSR를 통과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NATO와 미국이 러시아의 북부 국경지역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요청과는 반대로 외국 군함의 NSR 운항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

■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해가 열리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경제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e) f)

-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열리면서 러시아는 가장 적극적인 북극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가장 긴 북극 해안선을 두고 있는 러시아는 과거 얼음으로 진입이 힘들었던 국경
지대가 열리고 이곳의 선박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색구조역량 강화라는 이유로 북극해안
선을 따라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예의주시하면서 견제하고 있다.
- 지난해 말 NATO는 유럽 북부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트라이던트 정쳐(Trident
Juncture) 2018’을 실시했으며, 러시아는 이에 맞서 노르웨이 북극 레이다 공격 모의 시뮬
레이션을 실시했다.
- 또한, 최근 미국 해군은 올해 여름에 함정을 북극에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비 북극
권인 영국도 러시아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연간 최소 1천명의 자국 해군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훈련을 받는 10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대잠초계기가 북극 상공을 비행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북극권을 둘러싼 신 냉전의 도래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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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러시아의 북극지역 군사화

출처: https://www.businessinsider.com/chart-of-russias-militarization-of-arctic-2015-8 (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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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현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인턴
(jungdh@kmi.re.kr/051-797-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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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친환경 자율주행 선박 개발 추진

■ 덴마크는 친환경 자율주행 선박 개발 프로젝트 쉬핑랩(ShippingLab)을 3월부터 추진
하고 있다. a) b) c)
- 덴마크는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친환경 선박 개발
하기 위한 쉬핑랩(ShippingLab)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예정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 쉬핑랩은 비영리 혁신 프로젝트로 해양분야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0여개의 산․학․연․정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혁신
기금(Danish Innovation Fund), 덴마크 해양기금(Danish Maritime Fund) 등 다양한 덴마크
펀드가 이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표 1. 쉬핑랩 주요 참여 기관
구분

참여기관

산업계 (17)

Automation Lab, Ballard, Callenberg, Danelec Marine, Danfoss, DFDS, J.
Lauritizen, Logimatic Solutions, Logimatic Engineering, Maersk Tankers, MAN
Energy Solutions, Molslinjen, Scandlines, Torm, Tuco Marine, Vessel
Performance Solutions, Wärtsilä Lyngsø Marine

대학 (4)

Aalborg University(AAU), Copenhagen Business School(CBS), Denmark’s
Technical University(DTU), Svendborg International Maritime Academy(SIMAC)

연구소․기술 조직 (2)
정부(1)
협회 및 단체(3)

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FORCE Technology
Danish Maritime Authority
Danish Maritime, Danish Shipping, Maritime Cluster Funen

출처 : http://shippinglab.dk/(2018. 3. 15. 검색)

■ 쉬핑랩 프로젝트는 디지털 선박 운영 및 자율운항· 무인운항 워크패키지(Work
Package)를 운영한다. a) b)
- 쉬핑랩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덴마크 최초의 자율주행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선박 운영(Digital ship operation), 자동화(Autonomy), 탈 탄소화
(Decarbonization)에 대한 워크패키지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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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디지털 선박 운영워크 패키지는 선박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보다 정확한 선박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이 선박 및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주파 데이터를 사용하여 항해중인 선박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1)을 제공한다.
해운업의 디지털화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고, 모델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패키지에서는
선박의 디지털 트윈, 항해 중 선박 성능, 시스템 및 장비 모니터링, 선박 기동 모델 등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림 1. 덴마크 쉬핑랩(ShippingLab) 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http://shippinglab.dk/(2019. 3. 15. 검색)

- 두 번째 작업 패키지는 덴마크 선박의 자율 및 무인운항 패키지이다. 이는 자율 운선박항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항, 조종, 기동 정박 등 기존 기술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업패키지에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가지는 기존 선박에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애드온 방식으로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는 임시로 무인 선교(unmanned bridge)나 선박 좌초 및 충돌에 대한 안전 강화 등에 적용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인이 대형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추진선의 건조, 무인
운항이 가능한 항만 터미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자율 선박에 대한 모듈의 검증과 승인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시스템 구조(open
system architecture)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해 향후 공급 업체가 이에 따라 장비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에 동일하게 구현한 가상 모델. 체계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트윈은 실제 모델과
연결되어 물체 또는 시스템의 상태 이해, 변화대응, 운영개선, 가치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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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탄소화를 위한 워크 패키지 도입을 통해 전기 추진선, 하이브리드 추진선의 도입 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다. b)
- 선박 추진엔진의 전기화는 탄소 발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청정 기술 솔루션 도입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의 선박은 대해 하이브리드 설정을 통해 여러 가지 동력원을 사용
할 수 있다.
- 단거리 여객선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전기 추진선 도입이 가능하다. 해상 운항 선박의
경우 주 엔진을 최적 부하로 작동시켜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엔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본격적인 탈 탄소화 운항은 디젤 엔진에 맞먹는
대체 연료나 동력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 우리나라도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 우리나라도 중소 조선사 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말에 총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중소선박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LNG연료 추진 적합선종 지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NG 연료추진선의 최적설계,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전기 등 신연료 선박에
대한 선제적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 중형 자율운항 선박개발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도입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외에도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소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통합 연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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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영향, 브라질 대두 수출량 증가
■ 2019년 1~ 2월 브라질 대두 수출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a) b)
- 플랫츠는 2019년 1~2월 2달 동안 브라질이 수출한 대두량이 약 820만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2019년 2월 한 달 동안 브라질이 수출한 대두량은 총 610만 톤이며, 이는 전년의 290만톤
보다 112.6%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 브라질 대두 수출량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ian-soya-bean-exporters-set-new-records/(2019. 3. 18 검색)

■ 브라질산 대두 수출량이 급증한 주요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다. a)

b)

- 플랫츠는 브라질 대두 수출량이 급증한 것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자 미국에서 수입하던 대두 수입 물량을 브라질산으로 대체했다.
- 2018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브라질산 비중이 82.3%에 이르렀다. 2015년에 브라질산
비중이 32%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드러진 증가세다.
- 또한 금년 1~ 2월 2달간 중국에 수출한 브라질산 대두량은 700만톤으로 2018년 350만톤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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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대두 수출량 증가는 중소형 선박 운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a)

b)

- 전년 동기 대비 금년 1~2월 브라질산 대두 수출량 증가분 380만톤은 파나막스선 약 51척분에
해당한다. 이 중 파나막스선 47척 분이 브라질산 대두를 중국에 수송하는데 이용됐다. 이로
인해 톤마일이 증가했다.
- 브라질산 대두 수출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중국향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금년 2월 초에 1일 4,435달러 수준이었던 파나막스선 운임이 3월 초에는 1일
7,454달러까지 상승했다. 수프라막스선 운임 또한 2월 초 4,544달러/일에서 3월 초 8,474
달러/일까지 증가했다.

■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에 따라 브라질산 대두 수출량 증가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

b)

- 2016년 이래 브라질산 대두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 1~2월과
같은 경우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을 늘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며, 미·중 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은 다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그림 2. 중소형 선박 운임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brazilian-soya-bean-exporters-set-new-records/ (2019. 3. 18 검색)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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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항만, 순환 경제의 허브로 도약 추진
■ 로테르담 항만은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허브로 도약할 계획을 발표했다. a)
- 순환 경제란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많은 정제 공장과 화학 공장들이 위치한 도시이며 외곽에 위치한 로테
르담 항은 많은 원자재와 폐기물이 모이는 물류 중심지로 순환 경제의 허브를 구축하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 로테르담 항은 순환 경제 구축으로 파리 기후 협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원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항의 순환 경제 구축은 크게 네 가지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b)
-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로테르담 항은 ①혁신과 확장, ②분류와 재활용, ③산업간 공생, ④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의 네 가지 경로를 설정하여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항만 내 프린세스 아말리아(Prinses Amalia) 교량 건설에
암스테르담과 알크마르의 폐기물 소각 공장에서 나온 잔여물을 재활용하여 자재로 사용하였다.
- 다음으로 한 산업에서 나온 잔여물을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활용하는 Waste-to Chemical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원래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깨끗한 메탄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 마지막으로 여러 에너지 회사들과 협력하여 항만에서 발생하는 잔여 열을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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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환 경제로 창출할 수 있는 9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들

출처 : https://www.portofrotterdam.com/en/doing-business/port-of-the-future/energy-transition
/circular-economy (2019.3.18. 검색)

■ 로테르담 항은 순환 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 c)
- 로테르담 항은 순환 경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품의 경제적 수명 기한(economic
service life)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사업 기
회를 발굴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
- 순환 경제는 자원 재활용(recycling), 제품 수리(repair), 제품 개선(upgrade), 모듈화
(modularity), 내구도 향상(durability), 임대(leasing), 보증금(deposit fee), 공유 경제
(sharing), 자원 거래(resource trade)의 9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skim@kmi.re.kr/051-79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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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싱가포르, 차세대 항만으로의 전환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Trade Trust’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 2019년 3월, 싱가포르는 컨테이너선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무역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Trade Trust’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
- ‘Trade Trust‘ 프로젝트는 싱가포르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올해 말쯤 전자 선하증권(E-Bills of Lad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시 종이로 된 선하증권(B/L)을 디지털 문서로 변환·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정보통신매체개발당국(IMDA)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해운 협회
(Singapore Shipping Association),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싱가포르 세관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될 것이다.
- 이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디지털 문서의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자
선하증권의 상호 운용을 위한 기술적 실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싱가포르 ‘Trade Trust’ 청사진 발표자료 (2018.10.15.)

출처: https://www.wesrch.com/business/paper-details/pdf-BU1O8D000LQPG-trade-trust-singapore-smart-nation-initiative#page11
(2019. 3.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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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전자 선하증권은 무역 및 물류 분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어 줄 것이다. b)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
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서 무역거래･선적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다.
- 그동안 종이 선하증권을 포함한 무역 서류는 처리 및 관리가 복잡하고, 서류 처리비용으로
통상적으로 단일 컨테이너 선적 비용에 약 20%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거래로 최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선하증권 서류는 우편 배송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
하는 과정에서 위조 및 분실의 위험이 있었다.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전자 선하증권은 종이 기반 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효율
성과 무역 거래의 복잡성을 줄일 것이다. 또한 무역 거래 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 싱가포르는 해운, 회계, 건설 세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c) d)
- 싱가포르는 과거 종이 중심의 거래 시스템에서 디지털 문서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자국의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Trade Trust’ 프로젝트를 통해 싱가포르 항만은 디지털 문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
차세대 항만의 선례가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도 2018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
-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항만물류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약 1년 간 부산
신항에서 일부 항만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 본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2018년 초부터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추진해왔다. 이 서비스를 활용
하면 부두 간 컨테이너 이동 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 및 공유함으로써 컨테이너
환적 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데이터의 오류·누락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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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약 1년간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하여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타
항만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항만물류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및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위한 첫 출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Trade Trust’ 프로젝트와 같이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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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computing.co.uk/ctg/news/3072027/singapore-plan-to-adopt-e-bills-o
f-lading-to-cut-global-trade-costs (2019. 3. 8. 검색)
e)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616 (2019.3.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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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항만 내 무인항공기 활용 동향
■ 일본 해운선사인 K-Line은 테크노 미하라(주)(Technos Mihara Corporation)와 함께
선박의 선체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무인항공기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a)
- 그 간 K-Line은 자사 선단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KL-Quality’라는 선박 관리 정책 시행을
통해 전문 관리자들이 체계적인 선박 검사를 실시해왔다.
- 그러나 선박 상단에 적재된 컨테이너, 흘수선 이하의 선체 등 접근이 어려운 부분의 경우 정기
적인 검사와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었다.
- K-Line과 테크노 미하라(주)는 무인항공기 작동 및 영상분석 기술에 대해 수차례 현장 테스
트를 거친 결과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안전점검 효과를 검증했다.
- 양 사는 테크노 미하라(주)의 드론 및 디지털 분석 기술과 K-Line의 선박 관리 전문 지식을
결합해 선박 선체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또한 올해 1월 K-Line은 신기술 도입 촉진 및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 ‘AI/디지털화 추진 사업부’를 설립하여 무인항공기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림 1. K-Line의 드론을 이용한 안전점검 현장테스트

출처: https://www.porttechn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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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글로벌 해운기업인 윌햄슨(Wilhelmsen)도 세계 최초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
하여 육상-선박 간 선용품 배송을 시범 실시했다. b)
- 윌햄슨은 육상-선박 간 무인항공 운송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 6월 에어버스(Airbus)*와
MOU를 체결하고, 해양 선용품 드론 배송 활성화와 상용화 투자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 Airbus는 프랑스의 항공 제작회사로, 방위산업체인 EADS 산하 자회사 임
- 윌햄슨은 올해 3월 싱가포르항에서 선박-육상을 연결하는 선용품 드론배송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에어버스가 개발한 드론은 싱가포르항 동부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부품, 문서, 식수, 소모품 등의 키트를 시범 운송했다.
-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시범 테스트는 실시간 항만 환경을 고려한 무인항공기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서 정박지에 있는 선박과 육지 사이에 귀중한 연결고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드론배송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트운송 대비 최대
90%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환경적 영향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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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wilhelmsen_launches_worlds_first_shore_to_s
hip_drone(2018. 03. 21.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wilhelmsen_launches_worlds_first_shore_to_s
hip_drone(2018. 03 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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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 항만시설 투자 및 스마트화에 주력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선박 초대형화 및 항만 자동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시설 투자 확대 및 스마트화를 준비 중이다.a) b) c) d) e) f)
- 중국의 3대 항만운영사(COSCO SHIPPING Ports, CMPort, SIPG)는 해외항만 지분투자를
본격화하였다. 과거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투자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남미, 유럽 등의 거점항
지분인수를 통한 항만공급사슬 플랫폼 구축전략을 추진 중이다.
- 일본의 ‘일본국제협력은행’과 ‘도요타 통상’는 합작을 통한 아프리카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투자자금으로는 총 6억 4천만 달러를 조성하였고 일본 장비를 활용한 앙골라
남부지역 항만개발에 착수하였다.
- 싱가포르의 PSA는 One Strike과 협업하여 ‘파시르판장’ 지역에 터미널 합작 벤처회사를
설립하였다. 완공 이후 컨테이너 선석 총 4개가 운영되며, ’19년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
이다.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근 ‘비전 2030’을 수립하고 항만민영화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시설 확충에 10억 달러이상 투자
예정이며, 향후 항만 민영화로 인해 국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 경우 ‘항만 자동화’ 부문에 집중하여, 관련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로테르담항은 IBM과 연계를 통한 터미널 운영환경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 이행을 위해 항만인프라, 항만도시, 항만전략 로드맵을 설계하였고 관련된 총 4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함부르크항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프로그램’의 현장테스트를
성공하였다. 향후 EU(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해 항내(80ha) 모바일 데이터처리 및 가상현실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미국의 경우 높은 자동화 전환비용 및 노조의 강한 반대로 지연되었던 LA/LB항의 ‘항만
자동화’를 위한 공청회를 본격 개최하였다.
표 1. 세계 국가별 항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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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만

내용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상하이
닝보･저우산
청도
홍콩
로테르담
함부르크
LA

‘양산항 4단계 개발’ 통한 스마트항 개발 대열 합류 예정
‘컨’처리능력 확대 위해 신규 선석(60만TEU) 개발중(’19년)
’19년 초 5G 무선네트워크 통한 ‘컨’ 원격운송 테스트 성공
선사통합(재편) 및 선박대형화 대응, ‘컨’운영상 통합정책 지속 추진
‘컨’ 터미널 전체 운영환경(42km), ‘디지털화 계획’ 발표
‘smartPORT’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스마트항만 개발 추진 중
LA항 항만자동화 일환, 야드(40㎡) 내 무인 스트래들 캐리어 도입 계획

일본

해외

‘제9회 해외항만물류프로젝트협의회 개최’, 민･관협력 통한 해외인프라투자 관련
정부 방침 검토

이경한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trumanlee@kmi.re.kr/051-797-4696)

참고자료

a) http://www.zgsyb.com/html/content/2019-01/18/content_935222.shtml?fbclid=IwA
R3mHEm2ngLV5-RvFQR92azTezmMNL9fPKlHiKqHms5MEzr3DWNLJp3AL0E (2019.
3. 15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sa_and_one_strike_joint_terminal_venture?fb
clid=IwAR36N6moSv26fOSJHT1bT_YbQCcA3bQwEHUOa0dwWNW6lA7qImbbWc5yR
5g(2019. 1. 16 검색)
c) http://www.zgsyb.com/html/content/2019-01/18/content_935222.shtml?fbclid=IwA
R3mHEm2ngLV5-RvFQR92azTezmMNL9fPKlHiKqHms5MEzr3DWNLJp3AL0E (2019.
3. 15 검색)
d) http://www.zgsyb.com/html/content/2019-01/18/content_935222.shtml?fbclid=IwA
R3mHEm2ngLV5-RvFQR92azTezmMNL9fPKlHiKqHms5MEzr3DWNLJp3AL0E (2019.
3. 15 검색)
e)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85(2019. 3. 15 검색)
f)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japan_launches_african_port_development?gat
or_td=S%2BB116U%2BwXi74hDeRBcUyYWojRP1ReG0WY8vwhhGz44e9naRcDsywzK
Jsj9e5laU0%2F9v9bQRJ3Pz0vXrG64f9zVev31M%2FylvyKmFbpgbsQp8Ut52cIWCjpXtP
zCQveVhJvLyHHpPKQpORxODk0GtlQ%3D%3D&fbclid=IwAR2MtIgARCUPXxOwxqgCY
vTVmP9POVffGpzTLZx3RUfkvfZIb52R9PjqFJw(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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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만의 ‘Green Port’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선박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항만에서도 친환경 포트
전략이 핵심과제로 떠올랐으며 이미 여러 항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항만 또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 그 중 2019년 신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NY/NJ항, 로테르담항의 그린 포트 전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NY/NJ 항만당국은 그린 포트 육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실행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 a) b)
- NY/NJ항은 2025년까지 기준년도(2006)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기로 했으며
2050년까지는 8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 이미 2009년 ‘Clean Air Strategy’ 전략을 세워 매년 지역별·운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여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 이 전략은 다양한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항만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실제 2006년 이후 NJ/NY항의 화물은 32% 증가하였지만 온실가스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올해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면 그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그린 포트 전략은 전기 스트래들캐리어 도입, 트랙터 자동 엔진 시스템
적용, 구형 트럭 교체 등이 있다.
- 항만당국은 매허 터미널(Maher Terminals)에 전기로 운행되는 스트래들캐리어를 도입하여
1년 동안 장비의 운영 및 환경 편익 등을 조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트랙터에 자동 엔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기 중인 트랙터의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연료 소비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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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Y/NJ항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 : http://cleanports-nynj.com/?tx_category=all

■ 로테르담항은 2019년 친환경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대상 선박을 확대하기로 했다. c)
- 로테르담항은 최초의 그린 어워드(Green Award) 인센티브 제공 항만으로 2019년에는 제도
개정을 통해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당초 로테르담항은 안전과 환경을 위해 그린 어워드 인증서를 보유한 유조선에 한해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린 어워드 인증서를 보유한 LPG, LNG, 석유화학 등 모든
액체 벌크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선박 사이즈에 관계없이 인증서를 부여받은 선박이 로테르담항을 기항할 경우 항만 사용료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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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container-news.com/port-ny-nj-green-strategy/(2019.03.15. 검색)
b) http://cleanports-nynj.com/?tx_category=all(2019.03.15 검색)
c) http://www.bunkerportsnews.com/News.aspx?ElementId=435025ba-e20b495a-9544-9e3487dd5a5b(2019.03.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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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성장 견인 전망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
- 식품·의약품의 무역 증가와 냉장 보관‧운송 기술 발전 등으로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물류업계에서도 일반 화물보다 수익률이 높은 콜드체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2003년~201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6% 성장했으며, 2017년 기준
1,475억 5천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 이 시장규모는 2018~2025년 사이 연평균 15%의 고속 성장 추세가 전망되어 2025년에는
4,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콜드체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북미이다. b)
- 2018년 북미의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629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연평균 6.8%
성장하여 2023년에는 874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미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포장 및 저장, 가공의 기술 향상 등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이 유통되는 방식 또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향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세는 중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시장과 더불어 베트남,
인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c) d) e)
- 중국은 중산층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환경과 안전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콜드
체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99억 7,000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연
평균 10.9% 성장하여 277억 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정부는 자국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온 저장 및 운송 솔루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베트남 역시 콜드체인 물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2021년까지 연평균
10.4% 성장하여 2021년에는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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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는 자연스레 식품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사회적 관심 제고로 신선, 고급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콜드체인 산업은 인도에서 급성장하는 비즈니스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인도 식품업계의 글로벌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냉동식품 수출 증대 등의 요인이 콜드체인
물류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현재 인도가 직면한 식량난과 식량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콜드체인 시설은 향후 자국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의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2014년~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23.88%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며, 2022년에는 72억 3000만 달러(4,700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의 콜드체인 시장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성장률이 더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로 전망된다.

신수용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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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ORT 2030과 고베항 및 요코하마항의 미래상
■ 일본은 Port 2030을 발표하여 미래 항만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 b)
- 일본은 2018년 7월 미래항만의 정책방향을 PORT 2030이라는 제목하에 발표하였다. 일본
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인 PORT 2030은 주변국의 강력한 항만정책추진과 대규모 항만건설이
추진됨과 동시에 국제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항만의 세계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항만에 요구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PORT 2030의 목적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지원하는 해상수송망의 구축에 있다. a) b)
- PORT 2030은 물류, 크루즈, 시민생활, 재해예방, 자원수급, 첨단기술 적용 등 크게 8가지
항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PORT 2030 주요 목표와 정책방향
목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조하는
국내물류체계의 구축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샤시공동관리
-운항사업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터미널 규격의 통일
-유니트로드 터미널과 개별 물류 시설 간을 자동운전으로 접속

일본열도의 크루즈
아일랜드화

-도서부를 포함한 광역 배선루트 형성
-안내 표시 등의 다언어화, 다언어음성번역시스템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내륙교통과의 막힘없는 접속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 형성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 정비
-민간자금을 활용한 해안공간의 재개발
-해변, 해양스포츠 등 관광객 등이 마음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모래사장, 녹지 활용

새로운 자원 에너지의
수입·공급거점 형성
항만·물류활동의
그린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항만 스마트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강인화(强靭化)
항만시설,
유지관리기술의
변혁과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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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집약 등으로 생기는 공지에 LNG나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유치 촉진
-선박대형화에 대응하는 항만시설의 갱신, 기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간 연대하여 석유제품 및 기초소재의 대량화 수출
-해상풍력발전의 도입촉진을 위한 법률 등 제정
-항만산업폐기물 순환과 순환 자원수송의 국제화, 광역화
-준설토사, 슬래그 등을 유효하게 활용한 해조류 서식지, 간석지 조성
-항만. 물류활동의 에너지 절약화, 저탄소화, 효율화(수소화, 완전 자동화 등)
-차량, 선박, 화물, 하역기계 등 빅데이터 수집
-IoT를 활용한 자동 데이터 수집
-AI 등을 이용한 자료의 수집-축적-입안-제어의 일원적 관리
-원격조작, 자동화에 의한 크레인 능력 최대화와 운영자 근로환경 개선
-재해상황의 자동 파악 및 시설 이용가능 정보의 가시화
-재해상황의 실시간 파악, 시설이용가능 정보의 자동생성 및 가시화(지도제작 등)
-조사, 측량, 설계, 시공, 유지의 전 과정에 CIM 도입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 측량업무의 효율화, 신속화, 건설현장의 생산성, 안전성, 사
용하기 편하게 향상

■ PORT 2030에 따라 일본 주요항만은 각 항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요코하마
항만은 이미 2014년 10년 후 항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a) c)
- 요코하마항은 국제경쟁력 높은 항만, 시민이 모여 쉬는 공간, 안전·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름다운 항만 조성을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 구체적 정책 목표로는 요코하마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종합항만
건설을 제시하는 등 6개의 정책방향과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의 기능을 컨테이너부두, 완성차 수출부두, 크루즈부두 등으로
구분하고 항내 대형교량(베이브리지) 안쪽 등으로 집중배치하고 있다.
- 시민생활을 위해 국제여객선 거점항만, 도심임해부 개발 등을, 환경·안전을 위해 내진대책,
긴급수송대책, LNG 및 수소에너지 사용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요코하마항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목표와 세부사업
기본 목표

국제경쟁력
높은 항만

정책방향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추진(신규항로개설, 피더망
확충, 환적강화, 시설정비)

자동차(건설기계, 중고차
포함) 취급기능 강화
물류 거점 정비

시민이 모여
쉬는 항만

국제여객선 거점형성항만의
추진(월드클라스
크루즈항만지향,
크루즈선유치전략회의 설립)

도심임해부의 화려함 창출
야마시타부두 재개발

안전·안심
환경으로
우아한 항만

방재·환경 대책

세부사업
미나미 혼모쿠부두 건설(-18m, 900m, ICT 및 AI 적
용), 2019년 개장예정
신혼모쿠부두의 사업화(-18m, 1000m, 유통가공 기능
포함), 2019년 착공예정
혼모쿠부두의 재편정비(안벽연장, 하역설비 정비, 13ha
물류 거점 정비 등)
P3, P4부두의 수심증심(-7.5→12.5m), 안벽연장(111
0m→1400m) 등 정비중
9만㎡ 물류시설 운영중, 40ha 물류 거점 정비중
신항지구 여객선 터미널 건설(2019년 가을 개장 예정, 9.5m, 340m)
다이코쿠부두 CIQ 시설 건설(P3∼T6부두 정비중, -11
∼12m, 850m, 초대형선 2척 수용)
야마시따부두와 선박호텔 유치(-12m, 420m, 상옥을 C
IQ로 활용, 이벤트 창출)
셔틀버스, 수륙양용버스, 수상교통 등 연결, 항만녹지
기능 증진(카페 등 설치)
도심임해부를 하버리조트 개념으로 재개발, 선박호텔,
움직이는 건담, 경관 등 입지특성 활용
대규모 지진시 긴급물자 수송, 국제간선 화물 수송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강화안벽, 긴급수송로 확보, 쓰나미
방지를 위한 해안보전시설 등의 정비
LNG벙커링 거점 형성, 자립형 수소에너지 공급
시스템 도입
환경친화선박 기항 촉진2)
풍요로운 바다 조성사업 추진, 생물공생형 호안 정비, 해
초류 서식지·여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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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항은 2017년 7월, 30년 후 고베항의 미래상을 “세계로부터 화물과 사람이 모이는 곳”
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a) d)
- “도전·진화를 계속하는 항만으로서의 고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베”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만·산업 분야, 번화하는 도시” 등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여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는 물류터미널 건설, 환적거점항 건설, 수변공간
조성, 크루즈선 입항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11가지 세부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 고베항 당국은 먼저 고베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a) d)
- 강점으로는 기간항로 및 피더항로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역기술 평가가
우수하며, 세계적 관광지를 배후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게이트웨이 등에서 경쟁 우위가 있다.
- 그러나 최근 상대적 항만지위의 하락, 환적기능 저하, 워터프론트의 접근성이나 회유성(回遊性)
저하, 크루즈터미널의 번화함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표 3. 고베항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목표와 세부사업
미래상

세계로부터 화물과
사람이 모이는
항만도시
(도전·진화를 지속
하는 항만으로서의
고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베)

분야구분

항만·산업분야
(글로벌 서플라이
공급망에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
는 항만)

목표
고베항로지스틱스
터미널 건설로
고부가가치 기능을
갖춘 재수출형
환적 거점의 형성
최첨단 기술과
고품질 물류서비
스에 의한 고베
브랜드 확립

핵심정책
차세대 컨테이너 터미널과 유통·가공·
제조기능의 고도집적지(고베항 로지스틱
스터미널)
고베시·한신국제항만(주)·국가 및 경제계
가 함께 전략적 해외진출
다양한 화물에 대응가능한 해상물류거
점의 형성
테크노로지스틱스 진화에 대응한 고효율
물류시스템의 실현
고품질, 안전한 그린물류와 신에너지
활용시스템의 제공

고품질 항만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도의 인재육성
세계로부터 화물과
사람이 모이는 항
만도시
(도전·진화를 지
속하는 항만으로
서의 고베, 새로

번화한 도시(럭
셔리한 시간·장
소·만남으로 새
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항만)

세계로부터 사람
을 불러모으는
고베워터프런트
형성

2) 그린어워드재단 및 국제항만협회의 ESI 인센티브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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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변공간의 재
개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고베항의 심볼
경관 정비
수변경관의 특색을 살린 풍요로운 생활
환경 창출

미래상

분야구분

운 가치를 창조
하는 고베)

목표
크루즈선 입항
환경 조성과 시
장 확대에 의한
크루즈도시 구축

핵심정책
다양한 크루즈선에 대응하는 크루즈터
미널군의 재편
크루즈문화 육성과 국내시장의 신규개척

해·공·육 터미널을 연결하여 집객거점을 잇는 교통망의 정비

■ 이러한 미래상은 장기간의 목표이므로 중기목표를 세워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a) d)
- 현재 장기계획의 중간 목표로 10년간을 단위로 한 중기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항만관계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한 “중기 계획 연구회”를 설치하여 미래상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그림 2. 요코하마항과 고베항의 미래상

■ 현재 우리나라도 2030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
적인 항만환경 변화와 각국의 계획사례 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중시 시대,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대에 부합하는 항만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김범중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jkim@kmi.re.kr / 051-797-4601)

참고자료

a) 일본 항만 2019년 1월호 10∼29 발췌 요약
b) 일본 항만 2019년 1월호 10∼17 발췌 요약
c) 일본 항만 2019년 1월호 26∼27 발췌 요약
d) 일본 항만 2019년 1월호 28∼29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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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저우산항,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복합운송망·컨테이너부두 개발 가속
■ 중국항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항만 중 하나인 닝보-저우산항
(Ningbo-Zhoushan Port)은 2018년 세계 3위의 컨테이너화물 처리항만으로 성장
하였다. a)
- 2017년 약 2천4백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한 닝보-저우산항은 2018년 약 2천6백만
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을 처리해 약 2천5백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한 선전항을 제치고
상하이항(1위), 싱가포르항(2위)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했다.
- 닝보-저우산항은 전세계 컨테이너운송 뿐만 아니라 LNG, 석유제품, 석탄 등 국내 연안운송의
핵심 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닝보-저우산항은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 600개의 항만과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로 연결
되어 있다.
- 또한 닝보-저우산항은 전세계 컨테이너허브 항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선 항로
및 운송망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기준 약 246개의 정기선 항로를 확보
하게 되었다

■ 닝보-저우산항은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복합운송망 확대 및 컨테이너선석 추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b) c)
- 닝보-저우산항은 복합운송망 강화를 통한 물류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 중이며 이를 위해
2018년 9개의 새로운 Sea-Rail 신규 루트를 개설했다.
- 2018년 닝보-저우산항은 항만과 배후지역간 새로운 철도회랑 개설을 통해 약 60만TEU의
추가적인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 닝보-저우산항은 향후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더욱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저우산항 일대에 컨테이너선석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저우산항은 현재 10개의 컨테이너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컨테이너처리량은 약 1천만
TEU 수준으로 닝보-저우산항 전체 컨테이너처리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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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저우산항의 컨테이너부두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닝보-저우산항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은
약 60만TEU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닝보-저우산항의 확대된 정기선 컨테이너운송망 이외에 중국 내 타지역으로 배후철도
연계성도 매우 뛰어나 내륙물류 등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부두 화물처리 전경

출처: http://shipsandports.com.ng/ningbo-zhoushan-port-add-container-berth/

이주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peterlee@kmi.re.kr/051-797-4667)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s-ningbo-zhoushan-port-sees-recordcontainer-throughput/(2018. 03. 14. 검색)
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ningbo-zhoushan-passes-shenzhento-become-third-largest-container-port-globally.html(2018. 03. 06. 검색)
c)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ningbo-zhoushan-port-to-add-conta
iner-berth.html(2018. 3.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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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 항만 공동개발 등 협력 추진

■ 세계 최대의 항만이자, 창장삼각주에서 경쟁관계를 이어오던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
항이 협력을 체결했다. a) b) c)
- 2019년 2월 19일, 리창(李强)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처쥔(车俊) 저장성위원회
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국제항무그룹(上海国际港务集团, 이하 ‘상하이항그룹’)과 저장
성해항투자운영그룹(浙江省海港投资运营集团, 이하 ‘저장성해항그룹’)이 ｢소양산(小洋山)항만
구역 종합개발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 저장성해항그룹은 저장성 항만통합을 위해 2015년 8월 설립되었으며, 닝보·저우산항을 포함한 저
장성의 5개 연해 항만과 이우(义乌)내륙항 및 기타 내하항만의 운영 주체이다.

- 이번 협의에 따르면, 저장성해항그룹은 상하이항그룹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상하이성둥(盛东)
국제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이하 ‘성둥터미널’)에 대해 현금 증자를 행하고, 증자 후 저장성
해항그룹은 성둥터미널의 지분 20%를 보유하게 된다.
- 양측의 합자 후에도 성둥터미널은 계속 양산항 1기와 2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진행될 소양산 북측 피더 컨테이너터미널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 이번 협의는 총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항만인 닝보·저우산항과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항이 서로 지분투자를 통해 최초로 협력을 진행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두 항만은 인근거리에 위치하며 창장삼각주라는 동일한 화물 배후지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표 1. 닝보·저우산항과 상하이항의 최근 3년간 물동량 추이
구분
닝보·저우산항

상하이항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물동량(만 톤)

92,209

100,711

108,438

컨테이너물동량(만 TEU)

2,157

2,464

2,635

총 물동량(만 톤)

64,482

75,051

73,048

컨테이너물동량(만 TEU)

3,713

4,023

4,201

출처 : 중국항만협회, ｢중국항구(中国港口)｣ 2019년 제2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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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와 저장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소양산도 남측지역 항만개발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북측지역은 내하와 바다의 연계운송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다. a) b)
- 2005년 12월 정식 개장한 양산항은 소양산도에 위치해 있다. 소양산도(小洋山岛)와 대양산도
등 십여 개 군도의 모든 권한은 성쓰(嵊泗)현에 있다. 저장성 저우산시의 저우산국도 최북단에
위치한 성쓰(嵊泗)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장쑤성, 상하이, 저장성 등으로 변경되다 최종적으로
저장성으로 편입되었다.
- 2000년대 상하이에 대형 컨테이너 심수항만이 필요함에 따라, 소양산도에 항만건설이 결정되
었고 양산항의 관할은 상하이에, 행정관계는 저장성에 귀속되어 관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양산도의 해운·항만행정 등 관리는 상하이 관할로, 공공건설, 여객운송 시스템 등은
저장성에서 관할한다. 이에 양산항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상하이시가 전액 출자했다.
- 2017년 12월,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이 완공·운영됨으로써 소양산도 남측지역 항만구역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북측 해안선의 수심이 남측에 비해 낮은 관계로 소양산 북측의
건설은 내하와 바다 간 연계운송 환적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1. 양산항의 위치 및 성쓰(嵊泗)현의 양산도 개발 계획도

주 : 상기 그림은 계획도이며, 현재 대양산도엔 항만시설이 없음.
출처 : https://mp.weixin.qq.com/s/Hd4JoEBwyBJF14_P9z0OAA(2019. 3. 15. 검색)

■ 향후 두 항만은 ‘일대일로’ 및 ‘상하이 국제해운중심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
등 추진을 위해 보다 심도깊은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 b)
- 상하이시위원회 리창 서기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상하이는 서비스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저장성과 함께 ‘상하이 국제해운중심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등 국가전략 실천을 중심
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협력 교류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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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하이시와 저장성은 모두 ‘자유무역시범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상하이항과 닝보·
저우산항이 거대한 자유무역항군(群)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a) http://www.gov.cn/xinwen/2019-02/20/content_5367243.htm (2019. 3. 15. 검색)
b) https://mp.weixin.qq.com/s/Hd4JoEBwyBJF14_P9z0OAA (2019. 3. 15. 검색)
c) http://www.zjseaport.com/jtww/gywm/jtjj (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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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도 항만비용 인하 지속 추진

■ 2019년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철도 및 항만요금 인
하가 명시되었다. a) b) d) d) e)
- 3월 5일 발표된 중국 국무원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철도,
항만 요금을 취소하거나 낮추겠다(取消或降低一批铁路, 港口收费)”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항만들의 비용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정부는 최근 물류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항만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들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가 공동
실시한 ‘반독점 행위 조사’에서 중국 다수의 항만당국이 지적을 받은바 있다. 그래서 관련 항만
당국은 항만비용의 투명한 공개 및 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2018년 들어와 다롄항, 광저우항, 선전항 등이 하역비용 인하를 공시했으며, 다
수의 항만당국이 연중에 수시로 하역비, 항만시설유지비, 항만보안료 등 관련 비용 인하를 공
시해 왔다.
-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이어져, 올해 2월 광둥성 및 톈진시 정부가 컨테이너 수출입과
관련된 항만비용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 중국의 항만비용은 ｢항만수납비용 요율계산 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 관련 규정에 따라
크게 정부 정가, 정부 인도가, 그리고 시장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f)
- 먼저 정부 정가(定价)의 항만비용은 화물료, 항만시설보안료, 국내 여객선 터미널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 둘째, 정부 인도가격(指导价)의 항만비용은 도선료(선박이동료), 예선료, 정박료, 바지선사용료,
트리밍료 및 오일펜스이용료를 포함한다.
- 셋째, 시장가격의 항만비용은 항만포괄작업비용(港口作业包干费), 창고보관료, 야적장사용료 및
선박에 제공하는 부대서비스인 급수비, 급유비, 전력공급비, 쓰레기 수거 처리비, 폐수·폐유
등 오염 물질 수거 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 항만포괄작업비용(港口作业包干费)은 하역료 등 항만작업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된(all-inclusive)
패키지 형식의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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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분에 따른 3종류의 항만비용 중에서 정부 정가에 속하는 화물료와 항만시설
보안료가 인하될 여지가 가장 높아 보인다. a)
- 현재 중국 항만들의 화물료 징수 현황을 보면, 장쑤성, 후베이성, 충칭시, 장시성(江西省), 저장성
및 안후이성의 전체 항만들은 화물료 감면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광저우항과 칭다오항도 이미
화물료 감면을 실시하였다. 또한 푸젠성의 푸저우항과 샤먼항, 광둥성 둥관항(东莞港)의 화물
료는 차등 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미 중국 여러 성·시의 항만들이 화물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전역에 통일
된 화물료 감면 조치 실행을 위한 근거가 되며, 향후 더욱 많은 지역 항만으로 확산될 것이다.
- 항만시설보안료의 인하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 광저우항이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였으며,
중국내 다른 항만들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차등 인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성·시 항
만도 항만시설보안료의 면제 및 감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면 시장가인 항만포괄작업비용(包干费) 등의 인하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a)
- 시장가격인 포괄작업비용, 창고보관료, 야적장사용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 등은 이미 ‘레드 오션’
이다. 국외 항만요율과 비교해 볼 때, 중국 항만의 하역료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 또한 시장가격 부분은 한 차례 반독점 조사를 거쳤으며, 각 항만들은 이미 가격을 조정하였고,
항로 유치 차원에서 다수 항만의 포괄작업비용, 야적장 보관료 및 창고 사용료 등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 부분의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

표 1. 중국 주요 무역항의 항만포괄작업비용 요금 인하 전후 비교(위안/TEU)
항만그룹

기존 가격

인하 후 가격

인하 조정 폭

다롄항(大连港)그룹

642

510

132

톈진港(天津港)그룹

530

470

60

칭다오항(青岛港)그룹

575

480

95

상하이항(上海港)국제항무그룹

596

480

116

닝보(宁波)·저우산항(舟山港)

621

490

131

샤먼(厦门)항무홀딩스

596

510

86

광저우항(广州港)그룹유한회사

668

490

178

옌티엔(盐田)국제컨테이너부두회사

1,400

980

420

츠완(赤湾)컨테이너부두회사

1,200

800

400

셔커우(蛇口)컨테이너부두회사

1,200

800

400

출처 : https://mp.weixin.qq.com/s/Rp9lkG47cyC98vIvQjCEfQ(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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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감면 요구로 인해 상장된 항만기업의 이익 실현 보장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항만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a)
- 만약 비용을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 각 성·직할시 국유자산위원회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항만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이윤 심사를 줄여, 항만기업들이 시장원칙 준수와 공정 경쟁의
전제 조건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선용품공급(급수, 전력 공급, 급유), 화물 분류, 쓰레기 오물수거 및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항만기업은 이러한 선용품공급업체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춰 선박회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한다면 관련 비용은 자연스럽게 하락
하게 될 것이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a) https://mp.weixin.qq.com/s/Rp9lkG47cyC98vIvQjCEfQ(2019. 3. 15. 검색)
b)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1710(2019. 3. 15. 검색)
c) https://baijiahao.baidu.com/s?id=1591182855568763686&wfr=spider&for=pc(2019.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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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World, 친환경 항만구현 위해 하이브리드 이송장비 구입
■ DP World와 Kalmar는 장기간 성공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했다. a) b) c)
- DP World는 세계적 터미널 운영사로, 프랑스와 영국 등 40개국에 78개의 내륙·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 Kalmar는 항만에서 활용되는 하역·이송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 두 회사는 장기간 성공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했다. DP World가 운영하는 르아브르(Le Havre)항
GMP터미널은 1990년대 초반부터, DP World 사우스햄튼(Southampton) 터미널은 2007년
부터 Kalmar의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를 도입하여 사용해 왔다.

그림1. Kalmar의 스트래들캐리어

출처: https://www.kalmarglobal.com/equipment/straddle-carriers/ (2019.3.19. 검색)

■ DP World는 자사 4개 터미널에 Kalmar의 친환경 이송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a) d)
- DP World는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사용 저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 Kalmar의 하이브리드 스트래들캐리어는 DP World의 니즈를 충족한다. 기존 자사의 디젤158 |

전기 스트래들캐리어에 비해 40% 적은 연료를 사용하며, 장비 1대당 매년 50톤의 탄소배출
절감을 가능케 한다.
- DP World는 2019년 1분기에 Kalmar의 하이브리드 스트래들캐리어 63대를 주문했다. 이
이송장비는 DP World의 4개 터미널에 투입될 예정이다. 프랑스 르아브르항 GMP터미널과
마르세유항

유로포스(Eurofos)

터미널에

12대와

20대,

벨기에

안트워프항(Antwerp)

Gateway터미널에 19대, 영국 DP World 사우스햄튼항 컨테이너터미널에 12대를 각각 투입
할 예정이다.
- 상기 장비의 대부분은 2019년 말까지 각각의 터미널로 배송될 예정이다.

그림 2. DP World 사우스햄튼항 컨테이너터미널

출처: https://www.dpworld.com/what-we-do/our-locations/Europe-Russia/UK/southampton (2019.3.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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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kalmar.no/nyheter-og-presse/pressemeldinger/2019/kalmars-proveneco-efficient-hybrid-straddle-carrier-technology-selected-by-dp-world-for-four-of
-its-european/ (2019.3.19. 검색)
b) https://www.dpworld.com (2019.3.19. 검색)
c) https://www.kalmarglobal.com/about-us/kalmar-in-brief/ (2019.3.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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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국 수입컨테이너물동량 연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전망
■ 미국 소매산업의 수요 감소와 관세 인상 지연에 따라 3월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160만
TEU 이하를 기록하며 ’18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a)
- ’19년 1월 1일부터 미화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
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두 번 연기되었다.
- NRF(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미국의 소매 산업이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관세 인상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3월 수입컨테이너물동량이 연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 전문가들은 항만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연시가 끝나고 물동량 피크기간인 여름시즌이 시작되지
않아 미국 소매업체들의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전미소매협회(NRF)는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3월에 예상되었던 수입관세 인상이 지연됨에
따라 상품 수입의 속도를 조절하고 여름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미국의 1월 수입컨테이너물동량은 189만TEU로 ’18년 12월 대비해서는 3.7% 감소한 수치
지만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다.
- ’19년 2월에도 미국의 수입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179만TEU를 기록
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하지만 미국의 3월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159만TEU로 ’18년 4월 163만TEU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간 최저물동량 기록에도 불구하고 ’19년 상반기 미국의 수입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
대비 4.8%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
- 해켓협회(Hackett Associates)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
동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18년 미국의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2,180만TEU를 기록하며
기존 연간실적을 갱신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 또한 3월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입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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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1,080만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 기록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수입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수출물동량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미국의 수출입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c)
- 미국 주요 컨테이너항만 1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18년 미국의 수입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반면 수출컨테이너 물동량은 동기간 2.1% 증가하는 데 그
쳤다.
- Alphaliner는 위와 같이 미국 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컨테이너 수
출입의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2832/nrf-us-retail-imports-set-to-drop
-to-annual-low/( 2019. 3. 22. 검색)
b)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2832/nrf-us-retail-imports-set-to-drop
-to-annual-low/( 2019. 3. 22. 검색)
c)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2271/alphaliner-tariffs-intensify-us-con
tainer-imbalance/( 2019. 3. 22. 검색)

| 161

스페인 발렌시아항, H2PORTS 프로젝트 초기단계 진행

■ 발렌시아에서 H2PORTS 프로젝트 관련 ‘항만에서의 연료 전지 및 수소 기술 구현’
회의가 지난 2월 5일에 개최되었다. a) b)
- H2PORTS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유럽 항만이 화석 연료 기반에서 수소 및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제로 배출 대안으로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 이 프로젝트는 항만 운영능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소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솔루션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 장비에 대한 수소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한다.
- 차량 및 기계 장치용 수소의 사용은 기존의 다른 물류 및 운송 분야에서 테스트되었으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발렌시아항의 그리말디(Grimaldi) 터미널과 MSC 터미널에서 프로토 타입과
사전 판매 제품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파일럿 방식을 시연한다.
- 특히 발렌시아항의 실제 운영 상황에 다음의 세 가지 시범 사업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 (i)
컨테이너의 적재, 하역 및 운반을 위한 연료 전지 구동형 리치 스택커(Reach Stacker); (ii)
롤온/롤 오프(roll-on/roll-off) 선적작업을 위한 연료 전지 동력 터미널 트랙터; (iii)이 장비를
지원하는 이동식 수소 연료 보급 스테이션
- H2PORTS 프로젝트는 유럽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FCHJU(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유럽재정지원을 포함하여 4백만 유로를 투자
받았다.

■ 발렌시아 항만청은 항만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유럽 최초의 항만임을
인정받아 2019 GREEN4SEA Port Award를 수상하였다. c)
- GREEN4SEA 어워드는 녹색운송, 기술, 친환경 항만 등 8개 녹색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하
였다. 암스테르담항, 헬싱키항, 몬트리올항, 샌디에고항 등이 친환경 항만 부문의 기타 후보로
함께 올랐었다.
- H2Ports 프로젝트는 항만 내 제로 배출 모델에 대한 발렌시아항의 에너지 전략의 일부로써,
항만 장비의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발렌시아항은 '친환경' 이니
셔티브의 시행으로 온실 가스는 17% 감소한 반면, 화물 처리량은 2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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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산업에 속하는 다양한 국적의 기업과 스페인 산업계, 항만당국, 연구소 등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b) d) e)
- 그리말디 그룹 외에도 Atena, Ballard Power Systems Europe 및 ster-Yale, Enagás
등의 기업과 Fundación Valenciaport(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발렌시아 항만 당국, 스페인의
국립 수소 센터(Centro Nacional del Hidrógeno)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그 중 Ballard는 리치스택커(Reach Stacker) 전력공급 용도의 차세대 연료 전지 모듈인
FCmove-HD를 2019년 중반에 상용출시 할 예정이다.
- 발렌시아 항만당국은 사용 촉진을 위한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 인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H2PORTS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 방안 모색에 유럽 내 22개국
88개 지역과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해상 및 항만에서의 수소에너지 활용 전략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f)
- FCHJU는 2015년 리옹에서 개최된 Smart Specialization에 관한 워크샵, 2017년 발렌시아
에서 개최된 Maritime applications에 관한 워크샵 등에서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등 참여
국가들과 선박용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해상분야 전망, 안전규정, 환경 등을 논의해왔다.
- 지난해 해사국제기구 (IMO)는 2008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과 가능한
빠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을 발표 하였다. 우리나라도 선박 및 항만을 포함한 해양
산업의 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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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3. 현재 1만 7천여 개 해외 산업정보 수록)

○ 산업정보 예시

해양

해운·해사

2019년 크루즈산업 트렌드와 친환경 크루즈선박 시장의
성장 전망

2019년 해운시황 전망 - 유조선, 건화물선, 철광선 운반선,
LNG 운반선 등

"고통의 외주", 유럽의 연안경비 정책에 대한 비난

중국 선박배기가스 규제 강화, 2019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
(ECA)을 동국 연안전역으로 확대

2019-2050년 유가전망

수산

드류리 2019년 세계 신조발주선형을 3천TEU 이하와 8천TEU
이상의 양극화로 예상

항만·물류

일본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상업적 포경 재개 선언

DP World, 2018년에 기술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

베트남 수산물 소비 시장, 폭발적인 성장으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 45.4kg 기록

항만, 선박 대형화 Cascading Loop에 직면할 것

대일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식품업체,
HACCP 도입 필수

청도항, 30만톤 규모의 VLCC 터미널 건설

□ 검색창에서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검색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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