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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a) b)
- Geyer 등의 학자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
한 결과, 1950년에는 2백만 톤이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량이 2015년에는 407만 톤으로 65년
동안 2백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누적 쓰레기의
양이 330억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120억 톤은 매립되거나 버려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 Jambeck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4,8백만 톤~12.7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192개의 해안가에서
50킬로미터 이내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99.5백만 톤이며, 이 중
31.9백만 톤이 폐기물 관리체계 외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고, 이 중 4,8백만 톤에서 12.7백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1990년 초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 매년 평균 0.7 씩 재활용
률이 증가하여 현재는 각 2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OECD의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의 경우 폐기물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무단 투기 및 소각으로
인해 바다로 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은 연안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도도 높이나, 해류를 따라 떠돌면서
전 세계의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비중이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 폐기물(비중 1미만의
PE, PP, EPS 등 재질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에는 바다표면에 떠다니면서 파편화 되어 미
세플라스틱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c) d) e) f) g) h)
- UN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은 적어도 연간 130억 달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과소추정 됐을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양플라스틱이 어업, 양식, 기후변화, 해충 및 질병 방제 등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
서비스 전달을 적어도 1~5%를 줄여 연간 500~2,500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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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의 연구(Socio-Economic Study, 2017)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연안 지자체가 해안의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연간 2천 4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해안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연간 1천 3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서부
해안의 공동체는 해변 및 수로 청소, 도로 청소, 쓰레기 수거 및 공공 쓰레기 분리 캠페인 등에
거주자 1인당 연간 13달러를 사용한다. 인구가 30만 명인 스웨덴의 한 주는 해변 청소에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5만 명의 거주자가 거주하는 페루의 한 지구는
해안선을 청소하기 위해 모든 공공구역을 청소하기 위한 예산보다 연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더
소비한다고 추정했다.
- 청소비용 외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안 및 내륙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제기
한다. Amy Uhrin이 Six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브라질 관광 여행의 39% 가량을 줄여 연간 5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미국 뉴욕 주와 뉴저지 주의 관광
수입 손실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해안가 주택의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추산하였다.
UNEP의 연구(Socio-Economic Study, 2017)에 따르면 스웨덴의 스카게라크 해협 연안에
있는 쓰레기는 1~5%의 관광을 감소하도록 했다고 추정되며, 연 평균 약 225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 KIMO(Kommunenes Internasjonale Miljøorganisasjon)의 연구(Economic Impact of Marine
Litter, 2010)에 따르면 산업에 대한 영향 또한 적지 않다. 해양 쓰레기는 스코틀랜드 어선 평균
약 2만 4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비용은 스코틀랜드 연간 어업
매출의 5%에 해당한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내륙 어업의 한 업체의 경우 해양 쓰레기로 인한
손실·손상된 장비에 드는 비용과, 해양 쓰레기로 인한 어획 시간 감소로 인한 수입 손실을 각각
2만 1천 달러와 3만 8천 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양식 산업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원천이자
피해자이기도 했다. 해양 쓰레기는 프로펠러나 선박에 얽혀서 파손을 일으키며, 이러한 파손이
스코틀랜드의 양식 산업에 일으키는 피해는 연간 20만 6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전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i)
-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여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해양플라스틱을 관리하기 위한 해양
플라스틱 발생·수고·처리 등 단계별 저감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정비를 위해 국민
참여 촉진 방안을 담은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2019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 쓰레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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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물리적·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옥소연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syock1101@kmi.re.kr/051-797-4729)

참고자료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8), 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현황 및 해결방안
b) OECD(2018), Improving Markets for Recycled Plastics
c) UNEP(2014), Valuing Plastic : The Business Case for Measuring, Managing and Disclosing
Plastic Use in the Consumer Goods Industry
d) UNEP(2017), Marine Litter : Socio-economic Study
e) KIMO(2010), Economic Impacts of Marine Litter
f) http://internationalmarinedebrisconference.org/index.php/estimating-the-economic-impacts
-of-marine-debris (2019. 5. 17 검색)
g) http://internationalmarinedebrisconference.org/index.php/estimating-the-economic-impacts
-of-marine-debris/ (2019. 5. 21. 검색)
h) Michael Niaounakis(2017), Management of Marine Plastic Debris
i)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5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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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머레이-달링 유역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머레이-달링 유역 내 범람원에서의 무분별한 용수확보 행위 중단을
촉구하다. a)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환경단체, 수자원 소유주 등은 해당 지역 관개업자들의 우천 후 유역
내 범람원에서의 무분별한 용수확보와 같은 유역 관리에 논란이 되는 행위들의 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러한 행위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규제 및 감시받지 않았으며, 현재 머레이-달링(Murray Darling)의 북부 유역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관개 저장소로 분산시키고 있어 하천으로부터의
용수 확보 및 물이용에 대한 지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주 정부는 육지로의 강의 용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관개업자들에게 무료 면허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수 사용량의 수준을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호주 수자원 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범람원에서의 용수확보 행위는 올해 호주에서 있었던 대량
물고기 폐사 사건 및 물 관리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머레이-달링 유역계획의 전면적인 개혁을 권고하다. b)
- 머레이-달링 유역계획(Murray-Darling Basin Plan)에 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의
관개를 지양하고 하천으로의 물 재공급 등을 포함한 기존 유역 계획의 전면적인 쇄신을 권고
하였다.
- 기존에 수립된 유역계획에서는 잠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있음을 경고
하였으며 계획 수정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북서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강 유속이 멈추고 일부 도시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현재 유역 계획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관개행위에 따른 용수 확보 방송 보도로 시작된 유역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천 용수의 절수 수준을 재설정하고 유역 관리를
위한 기존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폐기하는 등의 계획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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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등 육상 환경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호주 유역 관리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하천 이용에 따라 유역별 해당 주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하천 생태계 파괴, 용수 공급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하천에서도 유역별로 이용행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해양환경도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천과 해양의 연계 관리가 미비
함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유입과정, 오염물질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해양·육상의 개별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양환경으로 유입
되는 주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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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mar/07/the-river-is-sick-nsw-urgedto-halt-floodplain-harvesting-in-murray-darling?fbclid=IwAR3-c7cCBzJjNlXaRw5vDAfvMe
vQgKEP68hlh5Pn9QqLxxiljRd0K-Puwzk (2019. 5. 15. 검색)
b)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jan/31/murray-darling-basin-royal-co
mmission-report-finds-gross-maladministration?fbclid=IwAR3itPlrT7UbeuJM6Y0sXcpxjUqf
Ql1cag02IO223gmnccycrDZeD-650DE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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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크루즈 관광시장, 2026년까지 연 8% 이상 성장

■ 크루즈관광 향후 8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a)
- 크루즈 관광시장이 주요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 로열캐리비언, 젠팅홍콩, MSC 크루
즈와 함께 202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 관광은 여러
항구 또는 특정 도시에서 크루즈 입항 일정에 따라 적어도 48시간의 크루즈 여행을 포함하는
여행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승객들이 해변, 마을, 도시, 지역의 명소, 문화체험, 자연 및 쇼핑을
경험하는 관광의 형태이다. 크루즈 관광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목적지의 경제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다양한 국가에서 크루즈관광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b) c)
- 캄보디아의 Sihanoukville Autonomous 항구를 이용하는 크루즈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은 올해 이 항구는 4개월 동안 30척의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였으
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8%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제 관광객 수는 약 78%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구에 도착한 크루즈 관광객들은 평균 15시간 정도 정박하고 있으며 캄보
디아 여행사 협회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명 관광지인 앙코르 와트 뿐 아니라 다양한 명소를 여행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터키에서는 증가하는 크루즈관광에 대비하여 크루즈항만 확장 건설이 진행 예정이다. 터키 문화
관광부 장관은 올해부터 이스탄불에 크루즈항만 확장 건설이 진행되면 2021년에는 적어도 5척의
크루즈선박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까지 터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7,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크루즈업체, 관광객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d) e)
- 크루즈업체의 엔터테인먼트 경쟁이 치열하다. 크루즈라인 국제협회에 따르면 2019년 크루즈관광
객은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비하여 크루즈업체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로열캐리
비언은 관광객들을 위하여 바하마에 위치한 개인 섬인 CocoCay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800피트의 워터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카니발 크루즈 라인은 선상에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롤러코스터는 187피트의 트랙을 따라 설치되며, 두 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360도로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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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캐리비언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한 7개의 쇼, 8개의 아쿠아쇼, 18개의 아이스쇼, 수십
개의 오리지널 뮤지컬을 포함하여 전 세계 26척의 선박에 50개 극장에서 134개의 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열캐리비언 엔터테인먼트 담당자에 따르면 크루즈에서 열리는 쇼를 관람하는 관광객은
10만 명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의 지붕 밑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를 감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캐스팅 멤버가 1,500명~1,800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림 1. 크루즈업체의 엔터테인먼트

카니발크루즈라인 롤러코스터 시설

로열캐리비언 공연

출처: (좌)https://www.cnbc.com/2019/05/10/photos-carnival-cruise-ship-will-have-first-onboard-roller-coaster.html, (우)http
s://www.asianage.com/life/travel/020519/cruise-entertainment-growing-exponentially.html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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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aglobalmarketresearch.com/cruise-tourism-market-to-drive-amazing-growth-of
-10-cagr-with-major-vendors-carnival-corporation-royal-caribbean-genting-hong-kong
-msc-cruises-norwegian-cruise-lines-during-the-forecast-period-o/ (2019. 5. 14. 검색)
b)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cruise-tourists-rise-benefits-are-scant
(2019. 5. 14. 검색)
c) https://menafn.com/1098482328/Turkish-minister-talks-on-construction-of-cruise-port
-in-Istanbul (2019. 5. 14. 검색)
d) https://www.cnbc.com/2019/05/10/photos-carnival-cruise-ship-will-have-first-onboard
-roller-coaster.html (2019. 5. 14. 검색)
e) https://www.asianage.com/life/travel/020519/cruise-entertainment-growing-exponenti
ally.html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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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작업 가속화

■ 지난 4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1)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구체
적인 협약문언을 작성하는 제2차 정부간회의가 진행되었다. a) b) c)
- 2016년부터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논의된 UN BBNJ 준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제72차 UN
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국제문서 작성을 위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가 설치되었다.
- UN총회 결의문 72/249에 따라 UN BBNJ 정부간 회의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2년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4월 제2차 UN BBNJ 정부간회의가 뉴욕
UN본부에서 2주 동안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도 공해상 해양유전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간주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극대화하려는 개도국들과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지속
하려는 해양강대국들 간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나, 국제협약문서의 문언작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제2차 BBNJ 정부간회의 회의장 내부전경

출처: http://enb.iisd.org/oceans/bbnj/igc2/ (2019. 5. 20. 검색)
*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란 국제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
(EEZ) 등 국가의 관할수역의 범위를 벗어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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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부간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의장은 새로운 국제협약의 문언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3차 회의부터 국가들은 전격 문언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b) c) d) e)

- 제1차 정부간회의에서 국가들은 의장에게 BBNJ 국제협약 문언초안(zero draft)을 작성하는데
바탕이 될 문서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장은 제2차 정부간회의 이전에 ‘의장문서
(President’s aid to negotiations)’를 국가들에 회람하였다.
- 이 의장문서를 통해 의장은 해양유전자원(이익 공유), 지역기반관리수단(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
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협약 일반사항 등 협약문서의 기본형식에 국가들의 입장을 각
옵션별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
- 더욱이 의장은 논의의 순서를 조정하여 국가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원칙적인 사항을 후
순위에 배치하고, 보다 용이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함으
로써 회의 진행을 가속화시켰다.
- 제2차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의장은 오는 8월 개최될 제3차 정부간회의 이전에 기존 의장문서의
옵션들을 제거한 문안초안 형태의 새로운 의장문서를 회람하기로 약속하였고, 제3차 회의부터는
공해생물자원을 두고 해양선진국과 개도국 간 본격적인 협상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 본격적인 BBNJ 국제해양법 이행협정의 문안협상에 앞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협정이 우리나라 대양연구, 원양어업 및 국제해운산업 등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 f) g)
-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구·산업적 위치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BBNJ 협정의 채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 과학연구 및 산업계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며, 자국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공해 해양유전자원의 연구·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문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원양어업의 제한 및 국제해운과 무역의 추가적인 비용 문제, 대양 연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에 부과되는 환경영향평가의무 등 BBNJ 협정이 향후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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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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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육상생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생물이 육지생물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a) b) c)
- 최근 네이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함에 따라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이 육지에 서식하는 생물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멸종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를 수행한 미국 럿거스대 핀스킨 교수 연구팀은 탄탄한 실험 데이터와 신중한 모델 기반
접근법을 결합하여 육지와 해양에서 온난화에 대한 생물의 취약성을 비교하였다.
- 육상생물종은 해양생물종에 비해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존에 더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해양생물종은 수온이 지리적 한계와 영양 공급 및 산소 이용 가능성을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 피난처(Thermal refuge)를 고려할 때, 해양생물이 육상생물에 비해 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a) b) c)
- 이 연구는 387여 종의 변온동물(ectothermic animal: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열에 의존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열을 피할 곳이 없는 경우와 열을 피할 곳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육상에서 열 피난처는 나무, 암석 아래 등이고, 해양에서는 깊은 수심과 찬 해수이다.
- 취약성 비교를 위해 1)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와 2) 자연적 조건에서 경험하는
최대 체온 간의 차이인 ‘열 안전 여유(thermal safety margin)’를 측정하였다.
- 열 피난처가 없을 때, 육상생물은 해양생물보다 열 안전 여유가 매우 좁게 나타나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육상생물이 해양생물보다 기후변화에 더 위험이 클 수 있음을 시사
한다.
- 그러나 열 피난처가 있을 때, 열 안전 여유는 해양생물보다 육상생물에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나타나
실제로 해양종이 온난화로 인한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육지에 서식하는 생물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나 동굴 등 은신처를 찾아 이동이 가능
하지만,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경우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온도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해양생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손실 때문에 육지
생물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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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 피난처가 있을 때, 육상과 해양생물의 열 안전 여유(thermal safety margins) 비교

출처: https://www.nature.com/magazine-assets/d41586-019-01193-8/d41586-019-01193-8.pdf (2019. 5. 17. 검색)

■ 위도별로 비교할 때, 열대 해양종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a)
- 열 피난처를 고려한 상태에서 위도에 따라 육지에서 열 안전 여유를 살펴보았을 때, 아열대에서 가장
좁고, 열대와 극지방으로 갈수록 넓어졌다. 즉, 온난화가 아열대 종에 가장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 열 피난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열 안전 여유는 열대 지방에서 가장
좁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넓어졌다. 즉, 열대지방에서 가장 큰 위협을 준다.

■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과 보전에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a)
- 첫째, 열대 해양종은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분석된 모든 종의
그룹에서 가장 낮은 열 안전 여유를 갖기 때문이다. 수온이 점점 높아지면 열대 해양종은 극지로
이동할 것이다.
- 두 번째,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육상생물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육상의 피난처 즉, 나무와
암석 등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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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온 증가로 인해 열대 해양생물이 극지로 이동하게 되면 열 안전 여유가
넓어지므로 온도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위 연구에서 해양생물종은 어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연구
결과는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해양의 생물다양성 감소는 해산물 의존적인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 및 경제에 중
대한 영향을 준다.
- 해양생물종의 개체 수 감소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준다. 서식지 손실로 인해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전체 개체수가 감소하고,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포식자와
먹이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발생시켜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생태학자, 환경보호론자,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그 위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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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최대 승리자는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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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전 지구 해수 중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출처: https://www.esrl.noaa.gov/gmd/ccgg/trends/gl_full.html(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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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성화는 대부분의 해양생물 생존에 위협을 준다. b) c) e)
-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면 바닷물과 탄산염이 반응하여 중탄산염을 형성하므로 탄산염 농도가
감소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한다. 탄산염은 칼슘과 결합하여 조개나 가재 등의 껍질의 구성
성분이 되는 탄산칼슘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해양산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은 산호로서, 산호초는 열대지방 주민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는
어류서식지이며, 폭풍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탄산칼슘은 산호골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화는 탄산염을 감소시켜 산호초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 또한 해양에서 일차생산자 역할을 하는 식물플랑크톤,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플랑크톤도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생식과 성장 기능이 저하되므로 해양생태계 전체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해양산성화 개념도

출처; https://www.pmel.noaa.gov/co2/story/Ocean+Acidification(2019. 5. 17. 검색)

■ 그러나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유해생물인 해파리는 더 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g)
- 산성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갑각류, 패류, 어류 등과는 달리 해파리는 해양이 산성화
될수록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중해의 화산 분출지역과 같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은 해역에서 해파리를 포함
한 유해생물이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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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주요한 먹이 원 역할을 하는 갑각류와 유해생물인 해파리를
물탱크 내에 두고 해파리의 섭이를 살펴보았다.
- 일반적인 해수에서 해파리는 갑각류를 37% 섭취하였고, 산성화된 해수에서는 83%를 섭취하였다.
산성화된 해수에서 해파리의 섭이가 증가한 것은 요각류의 약화 또는 해파리의 식욕 증가 중
확실한 원인은 불분명하나, 산성화된 해수에서 해파리의 성장이 활발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 즉, 산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유해생물의 개체 수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해양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산성화 문제에 대한 심
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d)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Ocean Acidification Program(OAP)을 통해 해양산성화 모니
터링, 교육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해양산성화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법 신설 및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으로
주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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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각국의 노력

■ 태국은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마야베이를 2021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a)
- 태국 정부는 2018년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시적으로 피피레이
섬의 마야베이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마야베이에는 2008년 기준 하루에 170명이 방문했으나,
2017년에는 3,500명, 2018년에는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급속도로 환경이 오염되면
서 해변 지역에 서식하고 있던 대부분의 산호초가 파괴되었다.
- 2018년 마야베이 폐쇄 후 1년 동안 태국 정부는 마야베이의 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조사 결과 마야베이의 생태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향후 마야베이 관광 재개 시 일일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마야베이 해변에 보트를 계류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 덴마크령 페로 제도는 관광지를 폐쇄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
- 덴마크의 자치령인 페로 제도는 국토면적이 제주도의 약 80%에 달하는 소규모 도서 국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페로 정부는 11개의 유명 관광지를 2일 동안 폐쇄하고 이들
관광지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25개 나라에서 모인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섬 주민들과 함께 도보길 보수, 안내표지 수리, 계단 건설 등 관광지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1. 페로제도의 관광지 유지·보수 작업

자원봉사자들의 관광지 유지·보수 작업 모습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128838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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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페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
한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페로
제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폐쇄 프로젝트는 한 편으로는 관광 활성화 계획이자, 한 편으로는 환경
보전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다음 프로젝트는 2020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이탈리아는 카프리섬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c)
- 이탈리아는 카프리섬 내에서 관광객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카프리섬
시장은 생분해성으로 제작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승인
했다. 이번 제도는 카프리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도입되었다.
카프리섬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230만 명에 달하며,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해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시 적발되면 최대 500유로(한화 약 6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연안지역으로의 교통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관광 참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해양관광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는 최근 1년
동안 해양관광을 경험해 본 비율은 45.9%였으나, 2017년에는 86.3%로 40.4%포인트 급증
했다. 특히 최근 해양관광 트렌드는 해변 경관감상, 낚시 등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활동 외에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섬 관광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직접 체험을 원하는 관광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 방문 증가로 인한 연안지역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관광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
환경을 복원하고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관광활동에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 예를 들면 페로제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페로
제도의 환경보전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격절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원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도 페로제도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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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기반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a)

- 수소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이며, 물,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등 다른 물질로부터 생산된다.
- 수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물질 중 가장 높은 무게당 에너지 함량(energy content)을 가지며
(휘발유보다 약 3배 높음), 가장 낮은 부피당 에너지 함량을 가진다(휘발유에 비해 약 4배 낮음).
- 수소를 분리하는 데 매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수소는 높은 무게당 에너지 함량으로 인해
로켓 연료, 연료 전지 등에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에너지원이 된다.
- 수소를 분리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물의 전기분해와 메탄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활용
하는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이 있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b)
- 영국에서는 체셔 주 엘스미어포트 시의 프로토스 지구(Protos site)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소
연료로 변환하는 재활용 플랜트가 최초로 설립될 예정이다.
- 프로토스 지구 재활용 플랜트 설립을 맡은 영국 Waste2Tricity 사는 플라스틱으로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PowerHouse Energy (PHE) 사의 기술 사용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 이 기술의 핵심 공정은 모듈식 분산 가스 생산(Distributed Modular Gasification, DMG)으로,
먼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우 높은 고온으로 가열하여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가 섞여있는
혼합가스를 얻은 후 이 혼합가스를 수소연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 해양 쓰레기의 경우 수거, 운반, 전처리 등 여러 과정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영국 PHE
사의 DMG 기술이 보다 발전하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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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수소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c)
- 물에 전기를 흘려 수소가 산소로부터 분리되는 전기분해를 일으킴으로써 탄소배출 제로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 바닷물로부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큰 정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전기분해를 위해서는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 이외의 성분들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저하시킨다.
- 그런데, 최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전극에 새로운 금속도금을 적용함으로써 해수 속의
각종 성분들로 인한 부수적 화학반응에 방해받지 않고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 만일 태양광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사용한다면 완전히 환경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Fiskerstrand 사의 수소 하이브리드 페리 개념도

출처: https://www.maritime-executive.com/blog/fuel-cells-tested-for-first-ever-hydrogen-hybrid-ferry-conversion?
fbclid=IwAR27Kh0OtzOC2L2NiAl6A4jDgXpcZHK0r8vGOVjqUTu9P-eXmXpGJOAq31E (2019. 4.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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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자원과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수소에너지는 바다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되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d)
-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ABB와 노르웨이 연구재단인 SINTEF Ocean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페리에 적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 시험을 통해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단거리 페리 운항에 잘 적용되는지, 또 Fiskerstrand
사의 추진(propulsion) 체계와 잘 연동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수소연료가 선박의 주 연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친환경 수소 선박
개발이 성공한다면 향후에는 대기 중에 탄소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와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생산과 사용이 가능하게 되려면 아직 많은 기술의 개발,
시험, 검증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따라 우리도 수소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부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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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보급 로드맵 발표

■ 일본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
- 일본은 올해 6월에 개최 될 G20 정상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
각국에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으며, 내각관방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의 추진에
관한 과계부처 회의」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구체적인 시책을 명시하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대책
행동계획(가칭)」을 책정할 예정이다.
- 일본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3R(Reuse, Reduce, Recycle)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소재·대체소재 기술개발에 주목 해왔다.

■ 일본 경제 산업성은「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입 및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표
했다. a) b)
- 경제산업성은 지난 5월7일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해양 중에서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의 개발·도입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입 및 보급 로드맵」을 책정했다. 이 로드맵은 해양 생분해성 기능에 관란 신기술·
소재의 개발 단계에 따른 기술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경제적·제도적 주요 과제와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 이번 로드맵의 경우 민·관이 연계하여 수립하였다는 특징을 가지며, ‘실용화 기술 사회 구현’, ‘복합
소재 기술 개발에 의한 다용도화’, ‘혁신적인 소재의 연구 개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용화 기술 구현’의 경우, 민간 기업의 실용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를 중심으로 2019년 여름까지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생분해 정도나 중간분해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일본
내 시장에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수요 창출을 위해 시장형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복합 소재기술 개발에 의한 다용도화’의 경우, 비용절감과 소재 가공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용도를
창출해서 도입 및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적인 소재의 연구개발’의 경우, 생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과 효소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해양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소재 종류
증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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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입 보급 로드맵’의 개요도

1)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입 보급 로드맵’의 개요도
출처: https://www.meti.go.jp/press (2019. 5. 15. 검색)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c) d)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센터 연구팀은 그간 해양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갑각류 껍질을 활용하여 ‘키토산 바이오
매스’로 촉매를 개발, 페트병의 소재인 페트(PET)보다 더 빨리 분해되는 PEF의 원료를 생산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후속연구과제로 PET처럼 물성이 단단하면서도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연구팀은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가 상당히 활발한 미국·유럽·일본과 달리 국내 연구자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기술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화와 대량생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해양 환경
분야 현안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희망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hmpark@kmi.re.kr / 051-797-471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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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포함

■ 일본 외무성은 2019년판 외교청서 발간을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a) b)
- 일본은 해마다 지난해의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활동의 정책과 개관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간하
는데, 일본 외무장관 고노 타로는 4월 23일 각의*에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발간을 보고하였다.
* 각의(閣議): 의원내각제하의 내각회의(cabinet meeting)의 약칭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국무회의 혹은 장관회의를
일컫는다. (출처: 야후 콤팩트/네이버 지식백과)

- 청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표현이 담겨진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일 관계의 갈등이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와 관련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일 간에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b) c)
- 2019년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한 실제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
점거이며,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표명해 오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관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함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상륙, 한국의 독도와 그 주변의 군사훈련이나 해양조사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항의를 시행하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일본 입장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 독도를 일본 외교청서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竹島(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다.

-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한일회담이 진행되기 시작
했던 1963년경부터이다. 그러나 한일 간 관계가 우호적인 시점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 아베정권에서 더 상세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 외교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2019년 ‘외교청서’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총
괄공사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
다. 당시 도쿄에서 열리고 있던 한일 외교부 국장급회의에 참석중인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
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외교청서 기술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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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위협요소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도발
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d)
- 일본은 헌법 제9조 개정과 자위대 재편을 앞두고 ‘국민감정’과 현 정권 정책실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발하면서 기술할 것이 예상됨
으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의 갈등지역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에 관한 기술해서는 종전의 ‘남쿠릴
열도는 일본에 귀속한다.’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의 성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서만 기술했다.
-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술은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의 하나이다.”라고 표현했
으며, 일본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방문한 지난해를 언급하면서 중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입장으로서는 적절한 갈등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한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이용해서 국내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극적인 행위들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 위안부 문제, 한국해군함정의 자위대 초계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사건 등 지난해 한국과 각 분야에 걸친 갈등문제가 지속되었던 사실을 말한다.

유시현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politique@kmi.re.kr/051-79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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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북방 4개 도서 공동경제활동계획 지속 추진

■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문제의 결실을 맺기 위해 북방 4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a)
- 지난 5월 10일, 고노(河野) 외무대신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
관과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조약 체결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북방 4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北方四島における共同経済活動, 이하 공동경제활동) 작업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합의내용은 ⅰ)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측면에 관한 과장급작업부회 개최(5월 20일), ⅱ) 인적
이동에 관한 국장급작업부회(2019. 5. 21.) 개최이다.
-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노 외무대신은 공동경제활동 프로젝트의 조기실기를 목표로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외상회담에서는 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경제활동에서의 작업계획을 구체화하
였다. a) b) c)
- 이번 외상회담에서 진행된 공동경제활동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 공동경제활동은 해산물 공동양식, 온실야채 재배, 섬의 특성을 살린 패키지투어 개발, 풍력발전
도입, 쓰레기 감용 대책이라는 5개의 프로젝트를 로드맵으로 하여 실시된다.
-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초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비즈니스 미션(ビジネス・ミッション)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였다.
- 양국은 수뇌부간 작업진척상황을 확인한 뒤 상호간 법적입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조기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d) e)
- 북방영토 주권에 대해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러시아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
일본은 ‘북방영토는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조약교섭 진전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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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북방 4도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 고노 외무대신은 이번 외상회담 후 ‘70년 간 미해결 문제인 만큼 서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앞
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앞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한 뒤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본은 북방 4도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러시아와의 교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담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sd0915@kmi.re.kr/051-797-4789)

참고자료

a) https://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4_004960.html (2019. 5. 17. 검색)
b) https://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1_000697.html#section2 (2019. 5. 17. 검색)
c) https://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1_000649.html (2019. 5. 17. 검색)
d)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17439.html (2019. 5. 17. 검색)
e)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155752/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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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써클 중국포럼, 북극의 지정학적 갈등을 협력으로 극복하다

■ 지난해 동북아 최초로 북극써클 지역포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올 해는 ‘중국 그
리고 북극’ 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0~11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a)
- 4개의 총회세션과 18개 분과세션에서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북극실크로드(Polar Silk Road)이외
에도 북극정책 및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한 지역 간 협력, 과학과 혁신, 그린에너지 등
북극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그림슨 북극써클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번 행사가 북극의 미래와 시진핑 주석의 북극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극의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인 문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극에
과학·외교·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왕홍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기후변화는 공동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북극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사항으로 ‘첫째, 북극에 대한 공동의 이해, 둘째, 공동의 노력을
통한 북극 환경변화 대응, 셋째, 북극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북극의 더 나은 미래 개척’을 강조하
였다.

■ 특히 금번 북극써클 중국포럼은 지난 5월 7일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공동선언 채택 실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및 러시아 북극정책 비판 연설 등으로 관심을 끌었던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직후에 개최되었다.
- 중국의 북극정책이 공격적이고 불투명한 투자로 북극을 남중국해와 같은 긴장상태를 유발하려
한다고 언급한 미국의 발언에 대응하듯이 중국은 포럼기간 동안 북극실크로드는 상호 윈윈, 투명성,
열린 방식이라는 기조아래 국제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그림슨 의장도 많은 국가들이 정치·과학적으로 북극에 관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파리협정 준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 한편 포럼에 참석한 미 상원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과 관련하여 국가 간 경쟁 등에 관한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명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취지였다고 평가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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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써클 지역포럼은 한국, 중국 그리고 내년 일본 등 동북아에서 연속 개최됨으로써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를 아우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수평적인 대화를 촉진
하는 포럼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극서클’은 북극해의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적 거버넌스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북극권 국가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구조로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보완해 초국가적 거버
넌스의 확장과 옵서버 국가와의 결속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아이슬란드의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기간(2019.~2021.) 중 유럽 및 여타 아시아 옵서버
국가에서 추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극써클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북극정책을
홍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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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19/05/china-seeks-more-active-role-arctic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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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근 식량난에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추진

■ 최근 FAO/WFP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와 WFP(세계식량계획)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
- 오랜 가뭄과 높은 기온, 홍수로 인해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17년 대비 12% 감소한
490만 톤가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이다.
- 2019년 1월 이후 1인당 하루 공식배급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78% 수준인 300g으로 줄었으며,
전체 인구의 40%인 약 1,10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약 159만 톤이며, 원조나 수입을 통해 23만 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되지만 아직도 136만 톤이 부족하다.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농지확보를 위해 간척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를 연달아 보도했다. a) b) c) d)
- ‘노동신문’ 5월 3일, 7일, 9일 기사에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 건설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침땅을 늘여나가야”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했다.
- 특히 5월 3일에는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이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농업
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라고 강조하며,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찾아내어 식량 증산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
- 북한은 또한 간석지 건설과 함께 강하천 정리, 홍수 피해 농토 복구, 빈 땅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한 많은 곡식을 심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평안북도 홍건도, 황해남도 용매도 등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간척 공사가 진행 중이다. a) e)
- 평안북도 홍건도 간석지 개간사업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에서 동림군 안산리까지 12km의 제방을 건설, 약 45km2를 개간하는 사업이며,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 황해남도 용매도 간석지 개간사업은 황해남도 청단군 용매도 일대 총 80여km의 방조제를 건설
하여 212km2를 간척하는 사업이다.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간척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해주만
인근으로 북한 최남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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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과거 김일성시대부터 식량 증산을 위해 간척을 강조해 왔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976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1,000만 톤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제시했는데, 그 중 다섯째 항이 간척지 개간이다.
이어 1981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30만 정보(약 3,000km2)
간척지 개간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에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우리나라에서 개간하려는 간척지가 무려 30만 정보”나 된다며 1981년의 결의 내용을 언급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간척지 개간에 국가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는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북한 농업의 현대화 정도를 감안
할 때 막대한 인력과 장비, 자금이 소모되는 간척지 개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4447EN (2019. 5. 13.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6833239-568765019/새 땅을-대대적으로-찾아경지면적을-늘이자/ (2019. 5. 10. 검색)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7177076-871486520/４０만산대발파-진행여러대상공사-동시에-진척/ (2019. 5. 10. 검색)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7349835-867998376/날바다우에-만년방조제를쌓아나간다/ (2019. 5. 10 검색)
e) 최성원, 북한 간석지 개간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물류 이슈페이퍼
18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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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북 사이프러스 석유 탐사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 터키가 사이프러스 인근 해역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2차례 시도하여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미국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
- 터키와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은 사이프러스 공화국(남 사이프러스)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해당하는 석유 가스 광구 F와 G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해당 광구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석유 가스 광구 1,2,3,9 및 12, 13과 중첩되는 해역임

- 이에 대해 5월 9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EU의 각국 지도자들은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해당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와 관련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터키가 아닌
사이프러스 공화국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림 1. 사이프러스 공화국과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북 사이프러스) 중첩 석유 광구

출처 : 터키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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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이 지역 분쟁은 사이프러스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현재 국제사회는
남쪽의 사이프러스 공화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b)
*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 정부를 승인하고 있는 국가는 오로지 터키밖에 없음

- 1974년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그리스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터키는 전격적으로 사이프러
스를 공격하고, 친 터키 계열의 정부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사이프러스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이집트(2003년), 레바논(2007년), 이스라엘(2010년)과 각각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하였으며, 터키와 북 사이프러스와는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 터키는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과 2011년에 대륙붕
경계획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이프러스 공화국과는 EEZ 주장이 중첩하고 있다. (그림 2 녹색 부분)
- 2004년 이후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북 사이프러스 터키 공화국 정부와 사이프러스 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림 2.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해양관할 수역 및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출처 : 터키 외교부 홈페이지

■ 터키와 사이프러스 공화국 사이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이를 촉발시키는 주변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숨겨져 있다. c)
- 현재 미국은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이 해역에서 이스라엘·이집트와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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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미국 상원에는 5천 600만 달러 규모의 사이프러스 공화국과 그리스에 대한 군사 지원
안이 민주-공화 양당에 의하여 제안된 상태이며, 이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한 이후 제출되었다.
-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터키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사이프러스 상황 때문에 사이프러스의
통일을 위한 회담은 당분간 결심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 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 분단국의 해양 자원 개발 등의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사안이
분쟁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참고자료

a) http://www.ekathimerini.com/239778/article/ekathimerini/news/turkey-to-research-drill
-for-oil-gas-in-cyprus-eez (2019. 5. 15. 검색)
b) http://www.mfa.gov.tr/site_media/html/maritime_delimitation.pdf (2019.5.15. 검색)
c)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turkey-cyprus-eastern-mediterraneanheats-over-drilling-gas-oil-us-greece (2019.5.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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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어 양식업 협회, 해양쓰레기 핫라인 개통

■ 호주는 해양생물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쓰레기를 관리해 오고 있다. a)
- 호주는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관리해 오고 있다.
- 2009년 해양쓰레기 기본계획(Threat abatement plan for the impacts of marine debris on
vertebrate marine life(2009~2014)을 시행한데 이어, 2018년 제2차 기본계획(Threat
Abatement Plan for the Impacts of Marine Debris on Vertebrate wildlife(2018~2022)을
시행해 오고 있다.

표 1. 해양쓰레기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략

주요 내용

발생 저감

· 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 일회용 플라스틱 물질의 양 제한
· 회수와 폐기물 처리 기술 혁신 증진 등 6개 과제

영향 이해

·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종 업데이트
·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생물의 서식 공간에 대한 생태 연구
· 해양쓰레기가 집적되는 주요 지역 확인 등 4개 과제

수거

· 해변쓰레기 수거 활동 지원
· 호주 해역에서 폐어구 수거
· 해양쓰레기 연구 효과성 개선 등 4개 과제

평가 및
모니터링

· 장기 해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지속
· 육상기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유령어업의 기원과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 등 8개 과제

대중 인식

· 해양쓰레기 영향을 받는 멸종 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 폐기물에 대한 대중 소통 개선

출처: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e3318495-2389-4ffc-b734-164cdd67fe19/files/tap-marin
e-debris-2018.pdf (2019. 5. 20. 검색)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 호주 연어 양식업 협회가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b) c)
- 타즈매니아 연어양식업 협회(The Tasmanian Salmon Growers Association)가 해변과 수로의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과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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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이번 조치는 해변 등에 유입된 양식장 발생 쓰레기가 지역 주민으로 여러 차례 관계 당국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 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조치는 해변과 수로에 있는 양식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한 직통 전화의 개설과 앱 개발이다. 먼저 직통 전화는 해변이나 수로 등에서 연어
양식장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나 직통 전화로 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직통
전화는 ‘1300 Debris‘이다.
- 또한 협회는 3개의 연어 생산 회사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쓰레기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
하여 보급하였다. 이 앱의 명칭은 ‘Debris Tracker‘로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다. 해양쓰레기를 발견한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여 앱에 등록하면, 관련 위치 정보
등이 협회와 관계 당국에 보고된다.

그림 1. 호주 타즈매니아 양식업협회 해양쓰레기 신고 앱

출처: https://www.facebook.com/pg/tassalcommunity/posts/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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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와 업계의 자발적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나 시민단체,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특히, 민간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해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제품 개발, 해변입양제도(Beach Adoption)의 확대,
양식장 기자재 관리 강화, 유실 등 해양쓰레기 자발적 회수 촉진 등이 요구된다.

김경신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kim@kmi.re.kr/051-797-4714)

참고자료

a)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e3318495-2389-4ffc-b734-164c
dd67fe19/files/tap-marine-debris-2018.pdf (2019. 5. 20. 검색)
b) https://www.examiner.com.au/story/6079196/hotline-and-app-for-reporting-marine-debr
is-launched/ (2019. 5. 20. 검색)
c) https://www.facebook.com/pg/tassalcommunity/posts/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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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유럽 지역개발 정책의 중간 평가

■ 유럽 제5차 지역정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a) b)
- EU 지역정책은 EU 내 회원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4년에 시작된 제5차 지역정책은 2020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새로운 목표 설정과 예산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될 제6차 지역정책은 2027년까지 7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EU 지역정책 기금조달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5차 지역정책(2014-2020)에서 약 2000억 유로(한화
약 265조 원)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EU 전체 예산의 5분의 1 수준을 차지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R&D,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저탄소 정책 분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대학·도로·산업·은행 등이 있다.

■ 동·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혁신·저탄소 경제 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a)
- 제5차 지역정책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획득한 국가는 폴란드이다. 폴란드는 지역정책이 시행된
후 6년 간 402억 유로(한화 약 53조 원)을 배정받았으며,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기금 배정 상위 10개국을 보면 남유럽과 동유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ERDF가 특정 지역에 많이 배정되어 있는 이유는 “수렴 목표(Convergence)”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렴목표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유럽 평균 75% 이하인 국가·지역에 우선적
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프라나 교육 등이 낙후가 되어 있는 동유럽과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유럽이 우선순위를 얻게 되었다.
-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 및 혁신 분야가 가장 많이 배정되었으며,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정책은 현재 550억 유로(한화 약
얼마)를 투입할 만큼 EU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테살로니키(Thessaloniki)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광역도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전 노선이 완공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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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5차 지역정책 국가별 기금 배정 현황

주: 표에 표시된 파란색은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고, 회색은 배정받은 예산액을 나타냄
자료: https://www.dw.com/en/how-the-eu-funds-its-economically-disadvantaged-regions/a-48354538
(2019. 5.13. 검색)

그림 2. 제5차 지역정책 분야별 기금 배정 현황

출처: https://www.dw.com/en/how-the-eu-funds-its-economically-disadvantaged-regions/a-48354538
(2019. 5. 13. 검색)

■ 개발기금 효과에 대한 미흡한 평가와 과도한 행정비용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b) c) d)
-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개발기금의 효과에 대한 EU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지역정책 지원 덕택으로
폴란드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3.4%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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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 시민개발포럼(Poland‘s Civil Development
Forum) 전문가 안나 치필(Anna Czepiel)에 따르면 폴란드의 경제성장은 유럽개발기금의 지원보다는
EU의 역내자유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한다. 2004년 EU 가입 이후, 폴란드가 역내국가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 더불어 치필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로는 유럽개발기금의 효과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EU는 기금의 모집보다는 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아직까지 연구되지 못한 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기금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U
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ERDF를 1백만 유로 집행할 때 발생하는 평균행정비용이 약
2천 3백 유로가 발생한다. 행정에 대한 간소화를 바탕으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간·비용에 대한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기금별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추정

주: “EUR per MEUR” 행은 기금 1백만 유로를 집행하는데 발생하는 평균행정비용을 나타내며, “FTE per MEUR”은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일제 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출처: Spatial Foresight & t33, New assessment of ESIF administrative costs and burden, 2018, p. 37.

신진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참고자료

a) https://www.dw.com/en/how-the-eu-funds-its-economically-disadvantaged-regions/a
-48354538 (2019. 5. 13. 검색)
b) Dijkstra, L., My Region, My Europe, Our Future, European Commision, 2017. p. 168.
c) Spatial Foresight & t33, New assessment of ESIF administrative costs and burden,
2018, p. 37.
d) Dijkstra(2017)는 EU개발기금으로 2023년까지 폴란드는 3.4%, 슬로바키아는 3.0%, 루마니아는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에는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모두 4.0%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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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형 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주목

■ 일본 어촌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a)
- 니가타현 조오에쓰시에 위치하고 있는 나오에쓰항은 지역의 수산물 점포와 레스토랑 등 10개
점포가 협력하여 방문객이 직접 잡은 수산물로 요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의 수족관과 해수욕장, 온천도 방문객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
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리조트와 현지 어민이 팀을 이루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어업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어장에서 현지 어업인의 지도 아래 어업체험을 함으로써 방문객
으로 하여금 지역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지역민 교류의 기회도 만들고 있다. 방학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플랜도 기획하고 있다. 도야마현 우오즈시는 어협 시설을 식당으로 리모
델링하는 한편 예인망 및 수산물경매 견학, 물고기 요리 수업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가나가와현 하야마항의 나기사하쿠 ‘항구의 등불’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4098830T20C19A4H11A00/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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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은 체류형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b) c)
- 일본 수산청은 ‘나기사하쿠(渚泊)’ 추진대책을 통해 어촌 및 어항 대상의 체제형 여행을 ‘나기사
하쿠’라고 정의하고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기사하쿠’는 농산어촌 소득향상을 위해 2020년
까지 500개소 창출을 목표로 한 농산어촌 체제형 여행 사업화 지역인 노하쿠(農泊) 가운데 어촌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다. ‘나기사하쿠’는 현재 약 5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수산청은 관광객의
어촌 방문이 어촌의 활력 제고와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나기사하쿠 추진
대책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 어촌의 지속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의 주요한 논점이 되기 위해 일본 수산
청은 농산어촌진흥교부금 공모를 통해 ‘나기사하쿠’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두 축에서 지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촌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만들기,
홈페이지 구축, 지역 자원의 관광 콘텐츠화를 위한 전문 인력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 지역 어업협동조합, NPO 법인 등을 사업주체로 2년 간 최대 1,200만 엔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사업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해 어촌지역에서의 체류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어업체험
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 집객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산물 판매시설 등의 정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지자체, 지역 협의회의 핵심 법인 등이 2년 간 수행하며,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은
도도부현, 지자체, 농림어업인 조직단체 등이 3년 간 수행한다.

그림 2. 일본 수산청 ‘나기사하쿠(渚泊)’ 홍보

출처: http://www.jfa.maff.go.jp/j/bousai/nagisahaku/index.html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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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낚시가 가장 대중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가 되면서 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지역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어촌의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에게 지역의 숨어있는 매력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어촌의 고유한 어업문화를 체험을 통해 접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도 보여줄 수 있다.
- 가고시마 대학의 사노 마사아키(佐野雅昭) 교수는 바다 관광이 산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3배 가까이 크다고 지적한다. 해양레저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등산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다. 최근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촌지역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촌에는 비단 어항의
배후부지 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가, 폐가, 폐교 등 창조적인 재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유휴
공간이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창출과 어촌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윤영준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ynunbit@kmi.re.kr/051-797-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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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저개발국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추진
■ UNCTAD와 모리셔스가 수산업 발전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a)
- 2019년 5월 6일, “제2차 저개발국가의 수산분야 잠재력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5월 6일 모리셔스 해양수산부와 저개발국가의 수산분야 활성
화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되었다.
- 동 양해각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수산업 및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Fisheries Regional Centre of Excellence)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역할은 저개발국가의 어업 관련 실질적인 활동을 훈련하고 제도의 제정과 규제의 설립·운영
방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UNCTAD와 지역이 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문기관은 현재 베트남의 아시아 센터와 네덜란드·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럽 센터가 있으며,
아프리카 센터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모리셔스에 설립될 예정이다.

■ 저개발국가의 실용적인 수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b)
- 세계 저개발국가 47개 중 14개 국가는 수산물이 상위 5개 수출품목 중 하나이며, 어업은 국민의
소득·생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세성과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국가들의 수산물 수출비중은 세계 2%에 그칠 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내수면 부문에서는 상위 16개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이 저개발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리셔스에 소재한 수산물 연구소를 허브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현재 전문기관의 역할은 저개발국가의 수산업 관련 정책결정자·세계 유수의 수산업 전문가·연구
기관 등이 모여서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례와 통찰력을 공유하는데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워크숍을 기점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개발국가에 적합한 수산물 어로·양식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 및 교육 등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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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CTAD·모리셔스 전문기관 양해각서 체결 현장

출처: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072 (2019. 5. 13. 검색)

신진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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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세계 수산물 교역액 규모, 중국 중심으로 연평균
4% 성장세
■ 세계 수산물 교역액은 2017년 1,5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 규모로 성장하였다. a) b) c) d)
- 네덜란드의 다국적 금융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는 세계 수산물 무역 흐름을 분석한
‘2019년 세계 수산물 지도’(World Seafood Map 2019)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교역액은 연평균 4%(2012~2017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수산물
수요와 공급의 증가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앞으로의 수산물 교역은 i) 최근 이슈화된 글로벌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 ii)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양식 기술, iii) 동물성 단백질 생산에서의 생물학적 위험성 등의 요인들이 주요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 갑각류, 연어, 흰 살생선 등의 품목이 교역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어분과 어유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a) b)
- 갑각류는 2013~2017년 사이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확대
되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에콰도르 등의 국가는 갑각류 생산량 및 생산의 효율
성이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연어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칠레산 연어의 대
중국 수출은 지난 4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연어를 소비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확대하였다.
- 흰 살생선은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중 교역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이며, 최근 글로벌 무역의 변화
에도 교역 규모의 변화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중국산 틸라피아의
대미 수출은 3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산 팡가시우스(메기)의 대미 수출
량이 증가하여, 수입국 대체를 통한 전 세계 흰 살생선의 교역량 규모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어분과 어유는 주요 수출국인 페루의 생산 조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4년간 글로벌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대규모 양식 산업으로 어분과 어유의 최대 소비국가인 가운데
페루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여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어분과 어유의 가격상승으로 교역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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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수산물 수출은 베트남, 인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중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 b)
-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노르웨이의 수출액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은 흰 살
생선류와 갑각류, 인도는 새우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수입액은 EU, 미국, 중국이 각각 40억 달러, 50억 달러, 30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들
국가의 연어와 갑각류 수입이 크게 늘었다.
-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이 발병하는 등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림 1. 수산물 수출(좌) 및 수입(우) 상위 10개국(’02~’17)

출처: Rabobank, World Seafood Map 2019 (2019. 5. 17. 검색)

■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수산물 수요가 확대되며 교역 규모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교역 추세의 변화가 예상된다. a) c)
- 향후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 분
쟁이 심화되고,1)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며 기존에 중국으로 수입되어 가공 및 재수출되는 수산물
유통 경로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 수입·가공되는 경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올해 6월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연어, 다랑어, 갈치, 명태, 새우 등 주요 수산물의 관세율을 25%로 인상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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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육상 및 외해양식 기술의 발달, ASF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도 국제 교역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수산업,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서 생산의 효율화 및 식품 안전성 제고를 통한 고급
수산물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수산물 수출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은 생산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국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업계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수산물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중국의 경우 프리미엄 수산물과 식품안전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수산업은 중국의 수산물 소비를 분석하여 거대
시장에서의 수출 주도권을 확보·성장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연간 6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고 있어 안정
적인 수급을 위해 세계 교역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a)
-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상대국인데, 중국 내 수산물 수요가 확대되며 우리나라와 수입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찬엽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실 연구원
(pcy0814@kmi.re.kr/051-797-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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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research.rabobank.com/far/en/sectors/animal-protein/world-seafood-trade-map.
html (2019. 5. 17. 검색)
b)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abobank-global-seafood-trade-now
-worth-usd-153-billion (2019. 5. 17. 검색)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5/02/rabobank-china-set-to-overtake-japa
nese-seafood-imports-but-us-eu-still-top/ (2019. 5. 17. 검색)
d) https://www.intrafish.com/news/1770657/rabobank-big-changes-ahead-in-seafood-trade
-flows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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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수산보조금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증가

■ IUU어업 및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
- 지난 2019년 4월 30일, 전 세계 59개 비정부단체는 유해한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세계무역
기구(WTO)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 제출하고, 2019년을 기점으로 WTO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또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근거인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14.6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 기한인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기한 내 수산보조금 협상 완료’라는 의무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유해한 수산보조금 금지 노력과 함께 효과적 어업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개혁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a) b)
- 유해한 보조금은 대개 대규모 조업 선단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소규모 어업인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즉, 유해한 수산보조금은 장기간에 걸쳐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어획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은 연료, 선박건조 등과 같은 어업비용을
상쇄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어획활동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
-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는 매년 수산보조금으로 약 3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0억 달러의 보조금이 어획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고, 이는
곧 과잉 어획과 과잉 어획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과잉 어획과 과잉 어획능력을 야기하는 현재 보조금 체계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어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 목적의 보조
금과 어업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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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어업 통제와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자원평가,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역량 등이 요구된다. b)
- 대체로, 최선의 어업관리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어업 통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적절한 어업 통제는 목표 어종 이외의 다른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어구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과학적 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 어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선에 대한 충분한 감시감독과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IUU어업을 방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필요한 집행역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한편 효과적 어업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평가 및 어선 모니터링,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원이 부족한 일부 국가에서는 향후 ‘어업관리 노력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이
마련될 경우에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국제사회는 세계 어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제한된 여건에서도 효과적 어업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b)
- (자원평가) 어업 및 자원 관련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어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연간 어획량 또는 양륙량을 기준으로 한 방법에서
부터 어종의 생물학적 정보 및 전문가 예측치, 어획강도 및 노력량, 생물학적 샘플링 정보, 유사
자원에 대한 평가 사례 등의 데이터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자원평가를
통한 세부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과잉어획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어업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이전보다 쉽고 저렴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었다. 개발 프로그램에는 연안 지역의 소규모어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규모 상업용 선박 모니터링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어업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관리 개선 지원) 자원평가와 선박 모니터링 등 효과적 어업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여러 정부와 다자간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파트너십 구축 및 신탁, 기금 사업 등을
통해 어업관리개선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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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효과적 어업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사례
구분

프로그램 명

Data-Limited
Methods Toolkit
(DLMtool)

자원
평가

Adaptive Fisheries
Assessment and
Management Toolkit
(AFAM)

FishPath

주요 내용
(개발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85가지 자원평가 방법을 하나의 무료 오픈소스 플래폼으로 통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어획량
한도 및 가타 조치에 관한 지침 생성
미국과 캐나다 어업관리자들은 DLMtool을 사용하여 대서양 고등어 등
상업적 어종에 대한 어업관리를 결정
https://www.datalimitedtoolkit.org
(개발자) 캘리포니아대학 Sustainable Fisheries Group, 환경방위기금(EDF),
환경보호 비영리단체 Rare
의사결정자와 어업공동체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기초한
데이터 편집에서부터 관리방법 채택에 이르는 어업관리프로세스를 제공
https://sfg-ucsb.github.io/afamGuidanceDocument
(개발자)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어업의 경제적, 생태적 특성 및 관리방식과 기타 특성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어업관리전략 선택을 지원
https://fishpath.org/Questionnaire

FISHE

(개발자) 환경방위기금(EDF)
통합 자원 및 서식지 평가 프레임워크로, 어업 관리자에게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공

Abalobi

(개발자) 케이프타운대학, 남아프리카 농림수산부 소규모 어업부. 기타 기금
제공자, 지역 어업인
(사용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소규모 어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어획량과 어업관리를 보고,
항구로 돌아오기 전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는 포털 제공 및 현재 시장가격
공유, 소비자는 공급망을 통해 어획물 추적 가능
수산자원을 모니터링하는 케이프타운 대학 과학자에게 데이터 제공
http://abalobi.info/

FAME

(개발자) 필리핀 기업 Futuristic Aviation and Maritime Enterprise
Inc.(FAME),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사용지역) 미국 남부 민다나오(Mindanao)
소규모 어업인들이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어획량 정보 전송,
해상에서의 연결성 제공으로 어선원의 안전성 향상
https://www.fameph.com/#maritime

OurFish

(개발자) 환경보호 비영리단체 Rare
(사용지역) 온두라스, 벨리즈, 미얀마,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소규모 어업인의 어획량 데이터 수집, 어업인
등록카드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연동으로 어업인-금융정보 연결
취합정보는 어업관리자 및 연구자 등 광범위한 어업공동체에 공유
https://www.rare.org/stories/tracing-fish-and-finances

모니
터링

Global Fishing
Watch

(개발자) 오세아나(Oceana), SkyTurth, 구글
(사용지역) 전 세계
선박의 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활용, 대규모 선박의 실시간
상업 어업활동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
인도네시아, 페루 등 국가와 협력하여 다른 데이터를 플랫폼에 통합, 관리자가
관할 해역에서의 어획활동 확인 가능
https://www.fameph.com/#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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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명

연안 어업 이니셔티브
(Coastal Fisheries
Initiative)

PROBLUE

지원
프로
그램

The Seafood
Alliance for Legality
and Traceability
(SALT)

The Sustainable
Ocean Fund

Fish for
Development

PASCAO

주요 내용
(지원기관) 6개 국제기관(국제보호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 개발계획, 유엔 환경, 세계은행 및
세계야생동물기금)간의 파트너십
(관할지역) 남미, 서부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이자 지속가능어업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 챌린지
기금(Challenge Fund)이라는 온 디맨드(on-demand) 방식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 통합
(지원기관) 세계은행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포함,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설립된 신탁 기금
노르웨이, 캐나다,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프랑스 및
유럽 연합과 같은 기부자가 1억 달러 이상을 지원(2018.9월 이후)
(지원기관) FishWise, USAID, 월튼 패밀리(Walton Family), 패커드
(Packard), 무어 재단 (Moore Foundations)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선된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통해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증진시키고 지식 교환 및 행동을 위한 세계적인 동맹체
(지원기관) 런던 투자관리회사 Athelia Funds
지속가능한 어업과 공급망 개선 및 해양보전에 민간채권투자 제공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및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서 자본 제공
국제보호협회와 EDF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프로젝트 감독 제공
USAID에서 기금 사업을 위한 5천만 달러의 대출 보증 제공
(지원기관) 노르웨이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NORAD)
노르웨이가 지원하는 수산업 및 양식업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 조정 책임
수산자원관리와 법규,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
(지원기관) 유럽연합 기금 프로젝트
서부 아프리카의 불법 어업 퇴치를 위한 지역 조정 역량 강화
불법 어업 식별 및 단속을 위한 공동 감시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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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speeches-and-testimony/2019/0
4/30/nearly-60-advocacy-groups-urge-wto-to-act-to-end-harmful-fisheries-subsidies
(2019. 5. 16. 검색)
b)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9/04/the-link-be
tween-effective-fisheries-management-and-ending-harmful-subsidies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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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비즈니스’가 미래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착한 비즈니스’라 불리는 소셜 임팩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a) b)
- 소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란 사회와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비즈니스 투자를 의미한다. 일명 ‘착한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기업의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다른 한 켤레를 빈곤국에 기부하는 탐스(Toms), 칠레
에서 버려지는 폐그물로 스케이트보드를 제작·판매하는 부레오(Bureo), 올해 해양플라스틱 쓰레
기로 1,10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 예정인 아디다스(Adidas) 등이 있다.
- 이러한 임팩트 투자는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들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소비계층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업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 1. 해양환경 관련 소셜 임팩트 투자 사례

해양쓰레기로 만든 신발

폐그물로 만든 스케이트 보드

출처: (좌)https://www.cnbc.com/2018/03/14/adidas-sold-1-million-shoes-made-out-of-ocean-plastic-in–2017.html, (우)
https://www.ghostgear.org/projects/2018/10/10/bureo-turning-nets-to-decks (2019. 5. 13. 검색)

■ 미국의 한 의류 기업은 소셜 임팩트 전략의 일환으로 양식업의 환경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c) d)
-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사(社)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에게 아예 옷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파타고니아에서 제작한 조끼는 미국의 금융계와 IT업계에서 교복이라
불리며 고액연봉자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단체구매를 원하는 회사
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파타고니아가 최근 대규모 연어 양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영화 제목은 ‘인위적인(Artificial)’과 ‘물고기(fish)’를 합친 단어인, “아티피셜(Artifishal)” 이다. 이 영화는
대규모 연어양식 산업으로 인해 토착 야생종이 멸종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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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친환경 양식업체인 클린피쉬(CleanFIsh)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건강에
이로우며, 축산물에 비해 사료 효율도 좋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다는 내용의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의 명칭은 ‘유익한(beneficial)’과 ‘물고기(fish)’를 합친 단어인
“베네피셜(Benefishal)”이다.
그림 2. 영화로 촉발된 연어 양식 반대 시위 모습

출처: Ben Moon/Patagonia Films, https://www.treehugger.com/conservation/artifishal-documentary-film-explores
-murky-world-salmon-hatcheries-and-aquaculture.html (2019. 4. 29. 검색)

■ 윤리적 소비 트렌드의 확대는 ‘착한 양식업’으로의 판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e)
- 소비를 통해 자기표현을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명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는 확대되는 추세
이다. 실제로 닐슨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 중 45%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43%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높은 지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소비자의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실제 구매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기존 양식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참고자료

a) https://www.nytimes.com/2019/05/03/your-money/impact-investing-standards.html
(2019. 5. 13. 검색)
b) 탐스를 신고 파타고니아를 입는다는 것, 바로 소셜임팩트, 2019.05.10, https://brunch.co.kr/
@lenditkr/11 (2019. 5. 13. 검색)
c) https://www.intrafish.com/aquaculture/1756590/clothing-giant-patagonia-launches-atta
ck-on-global-salmon-farming-industry (2019. 5. 13. 검색)
d) https://www.intrafish.com/aquaculture/1761188/aquaculture-company-launches-counter
-campaign-against-patagonia-artifishal-documentary (2019. 5. 13. 검색)
e) https://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s/2015/the-sustainability-imperative.html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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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수산업 여성종사자 지원 및
육성
■ 이탈리아 “키오자와 델타포(Chioggia and Delta Po)”지역에 수산업 여성종사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산업 여성종사자(Women in Fisheries)“를 추진할 예정이다. a)
- 키오자와 델타포(Chioggia and Delta Po) 지역은 수산업과 양식어업에서 전체 종사자중 1/3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업 공급과정 단계에서 고용되고 있으나, 그들은 가족관계 하에서
직업적 보호 없이 자발적이거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육상지역에서 다양한 수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 예로 양육
에서 수산도매시장으로 유통, 소매부터 수산물 회사의 관리자, 공급자와 상인들의 관계 관리, 수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산협회들과의 관계 관리, 어선운영과 관계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일, 자연
과학적 연구, 비즈니스 서비스 컨설턴트 등의 업종들이 있다.
- 이러한 배경으로 키오자 델타포지역의 수산지역활동그룹(Chioggia and Delta Po GAC FLAG)는
지역의 드러나지 않은 여성종사자들이 다양한 수산분야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
협동 프로젝트 “수산업 여성종사자(Women in Fisheries)”를 제안할 예정이다.

■ “수산업 여성종사자(Women in Fisheries)“은 여성의 수산분야 참여를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a)
- 첫째, “Women in Fishieries”는 수산 또는 양식 분야에 여성들의 동등한 일자리, 소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둘째, 수산분야에서 여성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 셋째, 가치사슬을 통해 여성종사자의 책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고용분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안된 계획은 “산티아고 컴포스텔라사 선언(Declaration of Santiago de Compostela)”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a) b)
- 2018년 11월 5~7일간 산티아고 컴포스텔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수산분야 여성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1가지 조항이 담긴 선언문을 바탕으로 계획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11가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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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티아고 컴포스텔라 선언(The Santiago de Compostela Declaration)
주요 내용
1.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부문별 전략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성별에 따른 균형 있는 자세
필요
- 부분별 전략체계를 설정 시, 그 부문에서 여성의 관심사와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들을 고려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모든 수산업, 양식, 세부 분야 등에서 성별로 분류된 자료들을 구축하기 위한 통계학적 노력이 필요함
- 이 통계들은 양적·질적으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하고 여성 직업의 과소평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전 수산업 부분들에서 설정되어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남자보다 낮은 위치를 강요했던 오래된 성
역할을 제거해야 한다.
4. 여성이 참여 가능한 수산부문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자원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생산적·
경제적·재정적 자원들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수산부분에서 여성의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비공식성, 불안정성,
수평적·수직적 차별, 임금 차, 일·가족·개인 삶의 균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6. 수산부문에서 종사자의 사회적인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ILO 규정에 따른 적절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로써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 3,800만 어업인들이 적절한 일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수산업에서 적절한 업무에 대한
국제적 법률 제정을 촉진해야 한다.
7. 수산업 또는 양식에서의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또는 사업 운영관리 같이 다양한 지식 및 관련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작업
환경 및 승진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여성이 수산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보조금, 신용,
다른 재정적 자원들에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관련 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조언등을 통해 어촌 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 전통적으로 어선어업같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들, 성별의 인식, 작업시설 및 분야들에서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구조적인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10. 규제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등한 대우와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반하거나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방지하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어 이를 강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 및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11. 수산분야에서 여성협회의 형성과 전문적인 여성 그룹으로 이루어진 조직구조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국제적 여성조직의 플랫폼의 개발은 그 안에 여성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그들이 권한과 리더쉽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출처 : https://wsi-asso.org/wp-content/uploads/2018/11/30.10.2018_DECLARACI%C3%93N-SANTIAGO_IN_-maquetadod
ef.pd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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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합법적 지위향상과 역할 다변화를 위한 결과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a)
-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제대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 노동력을 합법적인 역할을 가진
종사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프로젝트 목적의 성과들을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수산업 여성종사자 조직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for Coordination of Women’s Role in Fisheries)” 의 조직 설립도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기대한다.
그림 1. 이탈리아 필라(Pila)지역 부선장 마티나 만토발(Martina Mantoval, 19세)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cooperation/ideas/women-fisheries_en
(2019. 5. 14. 검색)

이상규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leesangkyu1234@kmi.re.kr/051-797-4566)

참고자료

a)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cooperation/ideas/women
-fisheries_en (2019. 5. 14. 검색)
b) https://wsi-asso.org/wp-content/uploads/2018/11/30.10.2018_DECLARACI%C3%93NSANTIAGO_IN_-maquetadodef.pdf (2019. 5. 14. 검색)

| 61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블루이코노미

■ 소규모 어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a) b) c)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소규모 어업(Small-scale Fishery, SSF)에 대한 개념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박 속성, 어획량(소비량),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의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저인망 어선(트롤)을 제외한 선체 길이 기준 12m 이하 어선으로 조업
하는 경우를 소규모 영세어업로 구분한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업 종사자의 약 90%가 소규모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어업을 통해 연간 전 세계 인간 어류
소비량(어획량)의 약 50%가 공급되고 있어 소규모 어업은 연안 공동체의 생계유지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림 1. 어업 유형별 특징과 소규모 어업과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
구분

대규모어업
(해양어업)

소규모어업
(연안어업)

어민수

약 2백만

3천만 이상

선박길이

>12m

≤12m

인간소비

연 4천만톤

연 4천만톤

산업소비

연 1천5백만

-

자본비

$ 3만-30만

$ 1백-5천

연료소비량

연 3천만-4천만톤

연 3백-1천5백만톤

출처: (좌)J. Kolding et al., Small-scale fisheries-Importance, vulnerability and deficient knowledge (2014), (우)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2019. 5. 19. 검색)

- 한편, 연안 지역은 수자원 경쟁 과열, 지역경제 의존성, 기후변화 취약성 등의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 하에 영세 어민들의 생계 보장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 e) f) g) h) i)
-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map for sustainable pacific
fisheries goals and strategies」, 2015)을 기반으로 2015년 3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개최된 지역 워크샵(A regional workshop on the future of coastal/inshor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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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및 연안 어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A New Song
for Coastal Fisheries – Pathway to Change : the Noumea Strategy」, 2015)을 개발하
였다. 이 전략은 같은 해 제93차 수산 위원회 포럼(The 93rd Official Forum Fisheries
Committee Meeting)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표 1.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태평양 지역 로드맵
구분

해양어업

목표와
지표

전략

연안어업

⦁ 지속가능성
⦁ 가치
⦁ 고용
⦁ 식량안보

⦁ 권한(자율권)
⦁ 생계
⦁ 회복력

⦁ 효과적인 구역 기반 관리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 불법어업 활동의 감소
⦁ 외국 선단에 의한 공해 어업의 점진적 제한
⦁ 태평양 섬 가공업체들의 원자재 공급 우선순위 부여
⦁ 어업 및 가공 산업에서 고용에 대한 높은 기준 수립
⦁ 국가 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허브 형성

⦁ 관리 및 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
⦁ 연안 어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기구
에 초점
⦁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의 보장
⦁강력한 최신 입법, 정책 및 계획의 개발과 집행
⦁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익과 참여의 공평한
접근 보장

출처: Q .Hanich et al., Small-scale fisheries under climate change in the Pacific Islands region, Marine Policy 88, 279–284 (2018)

- FAO)는 2014년 제31차 수산위원회 회의(The 31st Session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
COFI31)에서 소규모 어업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채택하였고,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2015)을 발간하였다.
- 한편,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개최되는 World Small-Scale Fisheries Congress (WSFC)
에서는 연구자, 어부 및 어업단체, 환경단체, 정책입안자 등이 모여 세계 소규모 어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문제와 미래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하고
SSF 지침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4개국이 참여하여 아드리아-이오니아
지역 사회의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ARIEL Project
(「Promoting small scale fisheries and aquaculture transnational networking in
Adriatic-Ionian macroregion」, 2014-2020)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어업 활
동과 관련된 핵심 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안 지역경제는 소규모 어업에 굉장히 의존적이며,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정부 당국은 수익성 있는 주요 어종(로브스터,
전복 등)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인 어부들에게 권리를 할당하고
이용 장비, 계절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소규모 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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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규모 어업 정책은 정부 주도의 단순한 어업 통제를 넘어 환경·경제·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식량 안보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관점에서 권리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적 복잡성을 고려한 집단 중심의 권리 부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경제적 수단으로서 블루이코노미가
강조되고 있다. j) k) l)
-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는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 이 개념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미래의 기회와 압력 요인을 고려하여 연안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및 관리하는 틀이자 개념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선진국에서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소국가(Small States)의 블루이코노미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소국가의 블루이코노미
1 지속 불가능한 어업활동, ◯
2 육상 및 해양 기인 오염 활동, ◯
3 기후변화, ◯
4 해양
위협 요인으로 ◯
5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침입종의 확산, ◯

벗어나 해양 및 연안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여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1 해양환경 보호, ◯
2 해양 거버넌스 강화, ◯
3 해양 감시 및 집행, ◯
3 연안 인프라
제시하였다 ; ◯
4 녹색 중소기업 개발, ◯
5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 관리 전문성 제고
개선, ◯

- 한편, 호주는 블루이코노미의 개념이 사용된 방식을 조사하여 지배적인 주요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1 자연자본으로서의
바탕으로 호주의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도전과 기회 요소를 분석하였다 ; ◯
2 생계수단으로서의 바다, ◯
3 좋은 사업으로서의 바다, ◯
4 혁신 원동력으로서의 바다. 특히,
바다, ◯
2 “생계수단으로서의 바다”는 식량 안보와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식
◯

신기술 개발, 관리 방법 개선과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의 지역사회 참여 장려 등을 제안하였다.
- 현재 호주 해양자원안보센터(the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는 호주 남부 해안 지역의 블루이코노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이용하여 환경·경제·사회적
가치를 매핑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 블루이코노미와 관련하여 개념 해석과 영역의 모호, 자원 갈등 및 경쟁의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블루이코노미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개념을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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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정부와 연안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j) k) l)
- 블루이코노미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해양 공간에 대한
치열한 이용수요 속에 잠재적 갈등 영역의 파악,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성 강화, 해양 기반의
혁신 성장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소규모 어업과 블루이코노미를 결합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는 연안 지역공동체가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에 위한 환경·경제·사회적 관리 및 유지 방안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더불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양립,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잠재력의 변화, 공간 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생태 복원력 강화 등을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및
지역 규모의 어업 정책에 통합됨으로써 보다 구조화된 연안 공간 관리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어업권 현황 파악, 기본실태조사 등 어업활동에 대한 단순 관리를 넘어
연안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활동 유형에 따른 외부 환경영향 요인과 국가
및 지역별 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안혜진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dori426@kmi.re.kr/051-79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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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name=guest&checksum=8088B3E86666C108E38C0B0B0295CF16
l) ANCORS and SPC-A, The Blue Economy in Australia (2017) (2019. 5. 23 검색)
https://www.pacific2017.com.au/seapower/The-Blue-Economy-in-Austral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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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연어 양식장, 위치도 방법도 가지각색

■ 두바이, 사막에 연어를 양식하려고 도전장을 내밀다. a)
- 두바이의 유한책임회사 피쉬팜 (FIsh Farm LLC)은 두바이 외곽 제벨알리(Jebel Ali)의 육상수
조식 양식장에서 생산된 첫 연어를 최근에 시판했다.
- 피쉬팜은 기존 건물에 34개의 수조를 지었으며, 냉수성 어종인 연어의 환경을 고려하여, 수조의
단열에 특히 신경 썼다고 밝혔다. 본 시설에서 연간 10,000 ~ 15,000톤의 연어를 생산할 계획
이라고 한다.
그림 1. 두바이 사막의 연어 양식장

출처: https://www.intrafish.com/aquaculture/1759497/the-rocky-road-to-dubais-first-land-based-salmon?
fbclid=IwAR1XS0I30Rpxu9yiwD6Av9wv0WAN5zuIxsNwkPnqqC5T4UIlZKRrUnMqnXE (2019. 4. 28. 검색)

■ 노르웨이, 새로운 해저 연어 양식 사업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b)
- 노르웨이의 거대 연어 양식 기업인 모위(Mowi)사는 새로운 해저 연어 양식 사업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외해 양식장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깊은 바다에서 연어를 기르고, 평상시에는 해저 15m 아래에
케이지가 보관된 뒤 환경조건에 따라 최대 50m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며, 바다 이(sealice)로
부터 연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연어 외해 양식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c)
- 중국 연어 양식기업의 외해 양식장 프로젝트 “딥 블루 2호” 는 황해의 깊은 바다 속에서 지능적
조명, 자동 먹이주기, 자가 관리 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춘 자동형 방식이며, 본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되면 약 15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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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연어 외해양식장

출처: https://www.intrafish.com/aquaculture/1764706/chinese-salmon-group-expects-usd-15-billion-from-offshore
-project?fbclid=IwAR0wttqY0mZ099Bo-xG9jZucJfXppA0nKu05CboarVYkkSy2kadiu-i_puI (2019. 4. 28. 검색)

- 현재 우리나라의 양식장 대부분은 연근해에 위치한 가두리 형태이거나 육상수조식이며, 전염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변수들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밀식양식 및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때문에 환경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보편화된 현재의 양식방법보다는 친환경적인 외해양식장 시설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외해양식업에 적합한 고급어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공, 어항, 유통 등과 같은 외해양삭장의 연관 산업들도 함께 성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동림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donglimlee@kmi.re.kr/051-79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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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발전하는 수산물·수산식품 포장

■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소비자의 클린 라벨(Clean label) 요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 세계
포장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a) b)
-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등의 10가지 주요
품목을 전면 금지하고 용기포장, 컵 등의 품목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본격적
으로 플라스틱 규제에 나섰다.
- 한편, 소비자들이 수산물·수산식품이 생산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 가능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제품 내 성분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클린 라벨(Clean
label)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수의 설문 결과에서는 소비자가 클린 라벨
(Clean label)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클린 라벨(Clean label)에 대한 요구 증대의 영향으로 친환경성 신소재를 활용
한 포장재 개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c) d)
- 플라스틱 포장의 대안으로 재생가능한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바이오플라스틱(Bio- plastic)’이
주목받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에보웨어(Evoware)의 해조류 용기, 미국의 에코베이티브(Ecovative)의 버섯 스티로폼,
태국 유피비팩(UPBpack)의 타피오카 용기, 대나무 용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심화의 영향으로 플라
스틱 포장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선도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똑똑한 포장지가 등장했다. e)
-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는 향후 포장 산업의 주요 변화로 ‘스마트 패키징(Smart Packaging)’을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패키징은 크게 ‘액티브 패키징(Active Packaging)’과 ‘인텔리전트 패키징
(Intelligent Packaging)’으로 구분된다.
- 액티브 패키징은 주로 특수 포장 처리를 통해 산소, 박테리아, 냄새 등을 통제해 식품 오염을 방지
하는데 사용되며, 인텔리전트 패키징은 주로 센서를 통해 온도, 개봉 여부, 유통 정보 등의 정보를
68 |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제품의 온도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한 후, 제품에 부착된 센서 스티커의
색으로 신선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스마트 패키징은 특히 온도나 보관 방법에 민감한 식품 산업에서 주목하는 기술로 향후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식품 기인 질병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포장재 및 용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 g)
- 전 세계 포장 산업은 ‘지속가능성’과 ‘스마트’의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4가지로 제한된 수산물 포장재의 범위를
확장하며 포장재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 한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을 물류분야의 유망기술로 소개하며 시장
현황, 전망, 주요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패키징 전용 센서 기술 개발, 스마트
패키징과 연동 가능한 스마트 선반 구현, 빅데이터 기반 상품 및 소비자 추적 분석 등의 주요
전략 기술을 통해 물류·유통 분야의 효율성 제고 및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 향후 수산물·수산식품 포장 산업의 신기술·신소재의 개발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포장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포장 산업의 변화와
함께 신소재, 센서 기술,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 포장의 기능은 주로 보관 혹은 물류의 편의성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포장,
스마트 패키징이 화두로 떠오르며 포장의 역할은 확장되었다. 제품을 물리적·화학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포장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향후 수산물·수산식품 포장의 신기술·신소재의 개발이 기대된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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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산식품 출시 트렌드, 편리성, 친환경성, 기능성 부각

■ 일본, 편리성 강조한 반조리 제품 개발로 수산가공식품 인기몰이 중이다. a)
-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조리시간 단축에 대한 열망과 간편한 조리방법, 맛에 대한 욕구마저
충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간편한 반조리 제품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 이러한 반조리 제품의 주원료는 굴, 새우, 조개, 흰 살생선 등으로 20~30 대에 인기가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었으며, 계절상품을 포함한 10여종을 개발하며 냉동 상태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 한 개 제품이 2~3 인분의 양이며, 조리 시간 단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패키지를 열고, 프라이
팬에서 조리하면 완성'이라는 간편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칠레, 미국 시장에서 파타고니아 중심의 브랜드 출시로 타제품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b)
- 칠레 연어생산자협회(CSMC)는 올해 보스턴 해산물 전시회에서 칠레 연어와 파타고니아의 깨끗한
물과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살몬 드 칠레-파타고니아의 약속"을 시작했다.
- 이 캠페인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칠레산 연어를 청정 파타고니아 환경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칠레
양식장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 소비자들은 북유럽 국가를 연어 양식장의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칠레 연어 생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칠레산 연어는 2018년 미국에서 노르웨이산 연어보다
킬로당 0.85달러 싸게 팔렸다. 칠레는 2018년에 비해 올해 가격이 약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델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 미국, 알래스카 볼락 파스타 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c)
- 트라이던트 씨푸드는 최근 보스턴 국제수산박람회에서 볼락으로 만든 파스타 제품을 출시했다.
- 최근 소비자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단백질 위주 식단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제품의 맛은 물론 포장, 제품 독창성 등의 부문에서 업계 인정을 받고
있다.
- 트라이던트 씨푸드는 수산물을 미래의 식량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된
볼락 파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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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와 수출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역음식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없애주었다. 더욱 더 차별화되고 세분화되어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세계 각국의 수산가공업계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트렌
드를 선도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무역 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의 선도우
위를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파악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한 투자와 수출 전략 등이 요구
되며,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에 까지 영역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a) https://www.supermarketnews.com/online-retail/shoppers-still-cool-grocery-pickup-and
-delivery-survey-finds (2019. 5.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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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과 기능식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Ketogenic Diet)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a)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으로 잘 알려진 케토제닉 식이요법(Ketogenic Diet)이 최근 사우디아
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케토제닉 식이요법이 중동에 알려진 바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식이요법으로 중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에 위치한 케토필드 무브먼트(Ketofied Movement)는 지난 2018년
설립되어 사우디와 중동지역에 건강한 케토제닉 식이요법을 전파하고 있으며, 케토제닉 전문 식당,
케이터링, 베이커리 등의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고지방과 극소량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단을 따르는 것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오일, 채소 등을 주식으로 하고 파스타, 쌀을 포함한 곡류, 과일류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는 철저히 금하고 있다.
- 일반식과 비교해봤을 때 비대칭적인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는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한 끼의 식사에도
영양성분을 꼼꼼히 고려해야 하므로, 축산 및 수산물의 영양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웰빙형 대체
단백질 보충을 위한 수산물 섭취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b)
- 식품정보 매체 푸드다이브(Food Dive)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65%는 식음료를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이익(Functional Benefits)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손에
꼽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오메가3, 녹차, 꿀, 커피, 유산균 등이 언급되었다.
-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있어 모양, 맛, 식감, 후각이 중요시 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식품 선택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대 소비자
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을 통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 한편, 시장 연구 조사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전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8%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 습득이 수월해지고,
정보 확산이 용이해진 현재 소비자들은 온라인 또는 SNS를 통해 식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수산물이 언급되고 있으며 관련 식품들의 성장이 기대된다.

72 |

■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한 수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c)
- 변화하고 있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건강식과 기능성 제품으로서 수산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형 단백질 섭취, 수산물에 대한 기능성 제품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수산물 교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식품트렌드에 발맞춘 수출 전략 모색 및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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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전 세계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 전 세계 식품 배달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a) b)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통·판매 채널을 통한 식품 및 음식 배달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 외식문화의 발전과 동시에 편리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식품 배달 서비스 또한 빠르게 변화,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 소비자가 주문한 식료품을 그대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부터 식재료 쇼핑 및 재료 낭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고급 음식을 함께 동봉하는 레시피를 통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서비스,
레스토랑의 완성된 요리를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배달 서비스가
존재한다.
- 우버, 아마존, 구글 등 대기업도 음식 배달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배달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경쟁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 많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한편 시장 조사 전문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도 전 세계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수익은 미화 94,385백만 달러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
수익은 미화 30,982백만 달러, 식당에서의 주문 수익은 미화 51,239백만 달러로 아직까지는
식당을 통한 주문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배달플랫폼과 식당을 통한 주문 수익 및
배달 서비스 이용자 수 모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전 세계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 수익 및 배달 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

출처 : https://www.statista.com/outlook/374/100/online-food-delivery/worldwide#market-revenue (2019. 5.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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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내 식품 배송 업체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c)
- 식품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홍콩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두주자인 딜리버루(Deliveroo)가 최근 월 정액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월 98홍콩달러를 지불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배송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딜리버루는 2015년 홍콩시장에 진입한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배달 스타트업 기업으로 홍콩 내
경쟁사로는 푸드판다(Foodpanda)와 우버이츠(Uber Eats)가 있다. 딜리버루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 시장 점유율은 60~65%로 홍콩 인구의 10% 이상이 본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수십만 명의
실사용자가 이용 중에 있다.
- 딜리버루는 현재 홍콩 내 3,500개 이상의 현지 식당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쟁업체인 푸드판다는 현재 4,500개의 식당 파트너가
있으며, 연말까지 7,500개의 음식점과 파트너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우버이츠는 홍콩에
2,500개의 음식점과 파트너를 맺고 있다.

■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배달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d) e) f) g)
- 식문화가 강한 태국의 경우 방콕을 중심으로 음식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여러 배달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내 시장점유율 1위는 푸드판다로, 이외에도 우버이츠,
라인맨(LineMan) 등 여러 업체가 무료배달 및 음식가격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시장점
유율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은 2014년도에 대비 2배 이상 성장해 10억불에
달하며,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일본의 경우 일본푸드서비스협회(日本フードサービス協会)에 따르면,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각
가정의 식사환경도 바뀌고 있어 그에 따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규모가 2021년에는 약 2조 4
천억 엔(약 2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배달 서비스의 경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 인상(10%)의 경감세율(8%, 기존세율)2)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러 외식업체에서는 데마에칸(出前館),
라쿠텐(樂天), 우버이츠 등 전문 배달 서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2) 경감세율 :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한해 낮추어 적용하는 세율로, 일본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10%로 인상되지만 경감세율 적용대상에 한해 기존의 소비세율 8%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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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대형 유통채널인 메트로(Metro)그룹은 최근 식품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와 제휴하여
퀘백주를 중심으로 즉석 조리식(Ready-to-eat-meal)을 가정으로 배달하기 시작했다. 간편식은
주로 샌드위치, 샐러드 콤보 등의 점심메뉴와 개인 또는 가정용 저녁식사 메뉴로 준비되는데, 주문
후 30분 내에 가정이나 사업장에 배달된다. 메트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식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현대인의 식습관 트렌드에 적합한 음식 배달 서비스는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음식 배달 서비스는 간편함, 편리함, 건강함 등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트렌드에 매우 적합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배달 서비스 시장은 지속
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한 음식을 받고자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물류
및 배송시스템은 핵심 경쟁력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와 연계하여 한국 식품 및 수산물을 광고, 홍보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저
비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
터넷 접근이 용이한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타겟층으로 삼아 한국 식품 및 수산물의 마케팅 창구로서의 활용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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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다큐멘터리 영화 ‘아티피셜’, 연어 양식업에 경종 울려

■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업체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최근 연어 양식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발표하였다. a)
- 친환경 의류업체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최근 ‘아티피셜(Artifishal)’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고, 올해 4월 이를 유럽 전역에 배포하였다. 파타고니아에 따르면 이 70분짜리
영화는 강과 야생 물고기에 관한 것으로서, 2014년에 제작된 영화 ‘댐네이션(Damnation)’과
작년에 발표된 ‘블루하트(Blue Heart)’에 이은 세 번째 야생 시리즈이다.
- 자연산 연어를 살리기 위해 기획된 이 영화는, 공학적으로 설계된 방식으로 파괴된 연어 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지 파헤
친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치어 부화장과 양식장이 야생 물고기의 멸종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
명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야생 물고기라는 영양공급원 박탈로 인해 실업, 알코올중독, 자살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 파타고니아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더불어 연어 양식에 반대하는 탄원서도 함께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7만여 명이 여기에 서명을 마쳤다. 앞으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국민
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은 뒤 이 탄원서는 EU의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도 이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심도 있게 보도하였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생태계 복원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a) b)
- 영국 주요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의 Tom McCarthy 기자는 ‘아티피셜(Artifishal)’을
통해 인간이 야생 어류에 끼친 해로운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사에서 그동안 인간이 이기
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댐을 건설하는 등 자연을 파괴하여 연어의 회귀를 방해해 왔다고 전
했다. 강에서 시작된 연어의 여행은 인공적인 건축물로 인해 강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바다
에서 끝이 났고, 그 결과 연어를 먹이로 하는 상위 어종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 또한 해당 기사의 말미에는 생태계 복원에 나선 미국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소개되었다. 2021년
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1~1962년 사이에 ‘클래머스강(Klamath River)’1)에 건설된
4개의 댐 제거를 포함하여 역사상 가장 큰 하천 복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댐을 제거함으로
써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각종 여가활동에 활용되어온 저수지는 없어지겠지만, 물고기에게는 약
400마일의 서식지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1) 미국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강으로, 길이는 약 400km에 달한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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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야생 복원에 관한 환경단체의 움직임

출처: www.theguardian.com, Photographed by Ben Moon (2019. 5. 10. 검색)

■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타고니아(Patagonia)’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c) d)
- 한편 양식업 회사인 ‘CleanFish’는 파타고니아의 다큐멘터리에 반대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들은 양식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benefishal‘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퍼뜨리도록 독려하며, ‘아티피셜(Artifishal)’이 전 세계 식량자원의 공
급원으로써 양식업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노르웨이의 스타트업 기업 ‘마놀린(Manolin)’의 CEO도 한 전문지에 공개적으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양식업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언급하며, 양식업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러한 변화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파타고니아 뿐 아니라 전 세계 양식업 종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바다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필환경(必環境)시대’2)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앞으로 양식업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 다큐멘터리 영화 ‘아티피셜(Artifishal)’이 우리에게 남긴 시사점은 더 이상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올바르게 하는 수준의 환경보호가 아닌 이제까지 인간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라 자랑

2) 「트렌드코리아 2019」가 꼽은 2019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반드시 생각
하며 소비해야하는 시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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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특정 환경단체나 환경론자들이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기업, 한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 ‘아티피셜(Artifishal)’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양식업에 있어 ‘필환경 시대’에 따른 다양한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수산업은 MSC나 ASC 등 국제 인증 획득을
시도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여전히 생산 증대 및 수익성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양식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양식업 종사자, 더 넓게는 학계나 정부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양식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atom@kmi.re.kr/051-79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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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오징어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수산 관리기구
필요성 대두
■ 중국 어선들의 페루 인근 해역의 오징어 과잉어획으로 자원 급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a)
-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어획이 부진을 면하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페루 해역의 경우에 2018년
어기의 첫 9개월 동안 오징어 어획량이 30%나 감소했다. 이러한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 때문이었다.
- 2018년 어기의 첫 10개월 동안 중국 어선들이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오징어가 23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조업한 오징어들의 크기가 작아, 이 어장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어획된 대왕오징어(giant squid)의 크기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감소로 kg당 가격은
2017년 2.8달러에서 2018년 들어 3.2달러로 상승했다.

■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도 기후변화 및 인접한 북한 해역에서 조업 증가로 급감하고 있다. a)
-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도 2018년 어기의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일본은 이미
2011년의 일본 오징어 어획량이 200,000톤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들어 53,000톤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이러한 어획량의 감소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북한 해역에서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조업하여 일본의 오징어 자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더불어 오징어 산란 해역의 수온이 2018년 들어 더 낮아졌고, 치어들의 생존율 또한 낮아
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아르헨티나, 중국 어선들로 인해 2019년 오징어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a)
- 주요 일렉스 오징어(Argentine‘s shortfin squid)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어획시즌이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어획시즌은 보통 1월부터 8월까지 지속되는데, 2018년에는 5월에
시즌을 조기에 마감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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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8년 12월경, 중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측 혹은 그 길목
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60~70척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페루 해역에 더
많은 어선들이 몰려들었다.
- 이에 아르헨티나 어민들과 당국은 오징어를 어획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한 자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지역 수산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a)
- 오징어 어획량은 감소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야기된 측면도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어선 세력들이 무분별한 어획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오징어 자원을 보존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더 나은 국제적 규제와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
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수산 관리기구의 설립을 통해 오징어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진우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jwseong@kmi.re.kr/051-797-4505)

참고자료

a) http://www.fao.org/in-action/globefish/market-reports/resource-detail/en/c/1189928/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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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김 제품 가격, 자국산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상승 예상
■ 일본 김 가공품 제조업체들이 2019년 6월부터 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a) b)
- 일본 내 가공품 제조업체들이 올해 6월경부터 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김 가공품 대기업인 白子(시라코)는 6월부터 김 제품 50종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白子(시라코)가 인상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모리야(大森屋), 니코니코 김(ニコニコ のり)과 같은
기업들도 김 관련 제품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격 인상폭은 기존 가격의 1~8%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白子(시라코)는 소매가격의
1~8%, 오모리야(大森屋)는 4%, 니코니코 김(ニコニコ のり)은 3%로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다.
- 일본에서 김은 70% 외식, 20% 내식, 10%가 선물용으로 판매된다. 현재까지 내식용 김 제품의
가격만 인상되었으나, 향후 편의점 주먹밥을 중심으로 한 외식 상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다.

■ 2019년 어기(2018. 11.~2019. 4.) 일본의 김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41년 만에 최저
치를 기록했다. a) c) d)
- 김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올해 어기(2018년 11월~ 2019년 4월)의 생산이 저조했기 때문
이다. 올해 흉작으로 인해 김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김 제품 가격을 인상
하게 되었다.
- 2018년 11월~2019년 4월까지 일본 내 마른 김 공판 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약
6,300만 속이었다.
- 3월까지 지역별 김 공판 량은 동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약 700만 속, 세토 우치는
22% 감소한 약 1,700만 속, 큐슈는 11% 감소한 350만 속 정도였다.
- 5월 경 일본의 김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어기 총 생산량은 6,400만 속 이하로
전망된다.
- 김 공판 량이 7,000만 속 이하로 감소한 것은 1977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작황 부진의
원인으로는 겨울철 수온이 높은 가운데, 강우량이 적어 영양염류가 충분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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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마른김 공판량 및 단가 추이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list/#searchoption (2019. 5. 13. 검색)

■ 일본의 김 생산이 저조함에 따라 한국산 김 수출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d)
- 일본 내 전문가들은 자국의 마른김 수요를 약 8,000만 속으로 보고 있어 올해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부족분을 한국, 중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2019년 4월까지 국내 김 생산량은 평년보다 증가한 1억 7,000만 속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작황
부진이 향후 국내 김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경희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
(khkang@kmi.re.kr/051-797-4513)

참고자료

a)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list/#searchoption
(2019. 5. 13 검색)
b)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0319 (2019. 5. 13 검색)
c) https://www.at-s.com/news/article/topics/shizuoka/631733.html (2019. 5. 13 검색)
d)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89870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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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포장식품 라벨 등록 제도 폐지 예정

■ 중국, 수입 포장식품에 라벨 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a)
- 중국은 수입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법」 등의 법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수입식품 관리 제도로 포장식품에 대해 라벨 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 라벨 등록 제도는 원물을 제외한 포장식품에 한해 적용하는 제도로, 사전 포장식품1)을 중국에 최초
수출할 때 중국 검사·검역 기관에 해당 식품의 라벨을 등록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수출업체는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포장식품에 대한 서류(외국어 라벨, 중문 라벨
샘플, 설명서 등)를 제출하고, 중국 검사·검역 기관은 라벨과 라벨에서 명시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사한 뒤 합격품에 한해 라벨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 정상 수입토록 하였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입 포장식품 라벨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a) b)
- 지난 4월 22일 중국에서 통관·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이 수입 포장식품 라벨 등록 제도를 폐
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국 세관에 따르면 포장식품 라벨 등록 제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제도
폐지 이후 수입된 포장식품 라벨은 수입 검사·검역 항목 중 하나로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에 의거해 검사 및 관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포장식품은 랜덤으로 현장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라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중국 수입업체 혹은 대리상이 중국 세관에 합격증명 서류,
수입 사전 포장식품 라벨 원본 및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및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 해당 등록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기존에 중국 정부에 등록한 포장식품 라벨도 폐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 하반기부터 포장식품의 라벨 검사는 통관·검역 시에 동시 진행된다. b) c)
-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 등록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해당 제품의 라벨 검사·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2월 중국 정부가 개정한 「수출입 사전 포장식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进出口预
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办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현재 초안이 WTO에 통보
된 상황이다.
1) 사전 정량 포장 또는 포장 재료 및 용기에 제조한 식품으로, 사전 정량 포장 및 사전 정량으로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조된
것, 일정량 범위 내에서 통일된 질량 및 체적 표시를 갖춘 식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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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은 식품안전 국가표준(GB)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 수입상·
대리상은 포장식품 수입 신고 시 중문라벨 샘플, 강조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양 성분 함량 등),
업체보증서(企业承诺书)의 3가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업체보증서에서는 중문
라벨의 규정 부합 여부 및 미부합 시 리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중국 검험․검역 기관, 즉 세관은 「수출입 검험 검역 절차 관리 규정」에 따라 라벨에 대해 현장
검사와 라벨 검사를 진행한다. 현장 검사는 수입 포장식품 라벨과 신고 서류와의 일치 여부, 라벨
검사는 라벨이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GB)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표 1. 중국 포장식품 라벨 심사 시 제출 서류 및 포함 내용
제출 서류
1. 포장식품 중문 라벨 샘플

주요 내용

*외국어 라벨이 있을 경우 외국어 라벨과 함께 번역본 첨부 필요
1) 수상 내역, 원산지, 지리표시 및 기타내용;
2. 강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2) 특수 성분 강조 내용;
3) 영양성분 함유량 등
1) 중문 라벨 기첨부, 신고한 중문 라벨과 다름이 없으며 중국의

3. 업체 보증서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
2) 수입한 포장식품 라벨이 중국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 63조에 따라 리콜함

출처 : 「수출입 사전 포장식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办法)」, (2019. 5. 7. 검색)

■ 통관·검역 시스템의 고도화를 모색하는 중국, 라벨을 포함한 제도․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다.
- 2018년 3월 관할 부처 개편에 따라 중국의 통관·검역 업무가 세관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중국
세관은 통관·검역 일체화 시스템 도입(통관 절차 및 시간 간소화 등), 포장식품 라벨 제도 개편
등과 같이 통관·검역 시스템의 고도화, 정규화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제2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라벨 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관·
검역 시스템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의가 필요하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참고자료

a)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93416/index.html
(2019. 5. 3. 검색)
b) http://db.foodinfo.or.kr/email/0000016A4E7ADD4Dac1b005a43eef05a.html (2019. 5. 3. 검색)
c) http://www.customs.gov.cn/lanzhou_customs/553151/553153/2102909/2109207/index.
html (2019. 5.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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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무역 거래 역대 최고 기록

■ 중국 수산물 무역 거래는 2018년 기준 36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
- 수산물 수출액은 2018년 219억 달러로 2000년 대비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며, 주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한국,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였다.
- 수산물 수입액은 22018년 149억 달러로 2000년 대비 연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주로 러시
아산 명태, 미국산 명태, 페루산 오징어, 캐나다산 새우 등을 수입하였다.
- 한편, 중국의 대 한국 수산물 수출은 19억 23백만 달러, 수입은 1억 62백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1.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13,577

18,579

21,279

19,950

20,378

20,831

21,915

일본

3,239

4,207

3,730

3,570

3,609

3,767

3,957

미국

2,549

2,875

3,311

3,126

2,982

3,145

3,323

한국

1,368

1,502

1,647

1,571

1,649

1,601

1,923

대만

621

1,008

1,468

1,499

1,597

1,741

1,889

홍콩

741

1,793

2,410

2,021

1,949

1,807

1,699

수입

6,453

7,885

9,185

8,944

9,251

11,300

14,966

러시아

1,358

1,435

1,362

1,291

1,474

1,542

2,215

미국

852

1,373

1,370

1,294

1,252

1,527

1,433

페루

1,059

1,148

1,015

1,148

816

1,440

1,431

캐나다

219

347

463

551

612

751

1,011

인도네시아

156

262

416

411

437

489

730

출처: Global Trade Atlas (2019. 5. 1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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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관세율 인하, 수산물 밀수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무역 거래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 b) c)
- 중국은 2016년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과 상호연계를 위한 부문별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교역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 또한, 2017년부터 관세인하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 200여개 수산물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하
하였으며, 2019년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페루 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로관세율을 적용하
였다.

표 2. 중국 수산물 수출입 전망
(단위 : 만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출

755

737

742

775

785

813

836

894

869

수입

430

436

430

420

422

414

409

389

405

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8-2027 (2019. 5. 10 검색)

■ 중국 수산물 교역 증가, 우리나라 수산 업계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자 최근 소비국으로도 부상하면서 수입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에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
며, 정부에서는 업계의 중국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청된다.

백진화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참고자료

a)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um--7j1rNgsCpCY31DkynbiTRnVNR6YX9m
Q1A3wUlNhN2AW5EY__phg==/1136839 (2019. 5. 10. 검색)
b) https://www.seafoodnews.com/Story/1132955/Smuggling-Crackdowns-in-China-Contri
bute-to-Countrys-Seafood-Imports-Increase (2019. 5. 10. 검색)
c) http://www.eomin.co.kr/etnews/?fn=v&no=47570&cid=21080100l (2019. 5.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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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의 FTA 체결, 직수출 비중 증가로 이어져

■ 호주와 중국 2014년 11월 FTA를 타결하다. a)
- 호주와 중국은 2005년 4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시작한지 9년 여 만인
2014년 11월에 FTA를 타결했다.
- 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 무역품의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 예로 중국에서 관세
율이 15%였던 새우, 14%였던 전복류는 현재 면세 품목이 되었다.

■ FTA를 통한 관세 인하로 밀무역이 사라졌다. b)
- 2018년 호주의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연어, 전복, 새우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한
5억 7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심에는 밀무역 감소가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의 호주는 중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주로 홍콩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수산물을 수출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중국과 호주의 FTA 타결로 2015년부터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인 현재에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 그 결과 2014년 호주의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이던 것이 2018년에는 중국으로 변화되었다. 즉,
직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 호주의 국가별·연도별 수산물 수출 동향

출처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4/23/trade-insights-china-australia-fta-kills-off-seafood-smuggling/
(2019. 5.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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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수산물 무역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 요소인 만큼, 관세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a) b)
- 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매우 중요한 무역 결정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관세로 인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은 국가 간의 무역 규모 변화는 물론, 무역
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최근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주요 수산물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
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화로 관세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특정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세를 조절하고 있다.
- 최근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관세 변화가
이미 일어났거나 예고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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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chafta/pages/australia-china-fta.aspx
(2019. 5. 8.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4/23/trade-insights-china-australia-fta-kills
-off-seafood-smuggling/ (2019. 5.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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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상 폐기 금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쿼터 관리 적용

■ 아일랜드는 효율적인 어획 쿼터 관리와 해상 폐기 금지를 위해 고민해 왔다. a)
-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는 효율적인 쿼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수어획(By-Catch) 및 쿼터 초과분에 대한 해상 폐기 금지(Discards
Ban)를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과 꾸준히 협의를 실시해왔다.
-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1월 바다의 표층 또는 중층에 서식하는 고등어, 전갱이, 청어, 다랑어
등의 부어자원(Pelagic Stocks)에 대해 쿼터 밸런싱 시범사업(Pilot Quota Balancing)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바다의 저층에 서식하는 아귀, 대구류 등 흰살 생선(Whitefish
Stocks)이 많이 포함된 저어자원(Demersal Stocks)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
하였다.

■ 쿼터 밸런싱은 어선의 어획량과 양륙량을 비교하여 양륙량이 주어진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할당량에서 어획 초과분을 공제한다. b) c)
- 어획 초과분이 어획 쿼터의 10% 미만일 경우 전체 초과분에 대해 1의 승률(Multiplying
Factor)을 적용하며, 초과분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1.2의 승률을 적용한다. 또한 어획량
제한과 혼획 제한이 없는 어종의 어획량에도 승률을 적용하며, 승률은 어획 초과분에 따라 1에서
2까지 증가한다.
- 밸런싱 조정(Balancing Adjustment)은 어획 초과분에 승률을 곱하여 승률을 적용한 어획량을
추정하고, 이를 어선의 향후 쿼터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1. 쿼터 밸런싱 시스템 적용 예시

출처: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in Ireland (2019) Pilot Quota Balancing Policy Demersal Stoc
ks Information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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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량이 쿼터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밸런싱 조정은 없으며, 어획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만
쿼터 밸런싱이 실시된다.
그림 2. 쿼터 밸런싱 시스템 체계도

출처: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in Ireland (2018) Pilot Quota Balancing Policy Pelagic Stocks
Information Book

■ 쿼터 밸런싱은 수산자원 보존과 쿼터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a) b)
- 쿼터 밸런싱 시스템은 쿼터 초과분과 해상 폐기분을 쿼터관리 체계로 편입시켜 어선의 쿼터를 일
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획이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어선의 어획량과 해상
폐기를 감시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쿼터 밸런싱과 함께 운영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쿼터 밸런싱과 함께 적절한 어획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동 시스템은 어획물의 해상
폐기 금지를 지원하고 양륙의무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성현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shaef@kmi.re.kr/051-797-4558)

참고자료

a) https://afloat.ie/port-news/fishing/item/42487-new-quota-management-to-support-the
-discards-ban-for-whitefish-stocks (2019. 5. 18. 검색)
b)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in Ireland (2019) Pilot Quota Balancing
Policy Demersal Stocks Policy Information Book
c)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in Ireland (2018) Pilot Quota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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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수산자원을 위협받는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진출
해외수산 기업과 공생 필요
■ 중국의 어분공장으로 인해 감비아의 수산자원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a)
- 감비아에서 수산업은 연안 지역 주민의 주요 수입원이자 식량 공급원이다. 연안 지역민은 소형
선박을 타고 조업을 나가 연안에서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 지역 시장에 판매하거나 직접 식량으로
활용한다. 또한 수산업은 지역 여성에게 수산물 가공 일자리를 제공하며, 가내가공업으로 훈연된
수산물은 감비아 내륙으로 공급되거나 말리, 코트디부아르로 수출된다. 하지만 감비아 연안의 자원
고갈로 인해 그 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2016년부터 중국계 기업이 감비아의 군주르(Gunjur), 카통(Kartong), 산양(Sanyang) 연안에 어분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역민은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어분 공장이 원료 공급을 위해
지역 어업인으로부터 지역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어획물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자와 경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전문가는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역민이 얻는 수입은
한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 중국의 어분공장은 세계의 양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어분공장에서 생산된 어분의
68%는 양어용 사료로 공급된다. 공정수산업협정연합(Coalition for Fair Fisheries Arrangements,
CFFA)에 의하면, 어분 1kg을 생산하기 위해 5kg의 어획물이 필요하다. 결국 양식어류에게 1kg의
사료를 먹이기 위해 5kg 이상의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좌) 감비아 지도와 (우) 중국 어분공장 인근 해안의 어류 집단폐사

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mar/20/chinese-fishmeal-plants-leave-fishermengambia-all-at-sea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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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분 공장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구입한다. 지역 어업인에게는 비교적
낮은 품질의 어획물밖에 남지 않는다. 그로 인해 감비아의 수산물 공급자인 지역 여성의 몫이 줄어
들어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공장 소유주는 감비아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업무가 비교적
단순해 최대 30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았다. 결국 가축과 양식 어류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연안
지역민의 수입이 줄어들고 식량 안보가 위협받게 되었다.
- 중국의 어분공장이 감비아 연안 지역에 미치는 피해는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분공장이
배출하는 유독 폐기물로 인해 생태 관광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어분공장에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해
양륙하는 세네갈 어민들이 판매가 거부된 어획물을 수풀에 그대로 투기하여 토양은 물론 농업용
수도 오염되고 있다. 또한 2017년 한 환경단체가 어분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트럭이 싣고 연안
지역을 이동하며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포착하기도 했다.
- 어분공장이 위치한 지역 중 하나인 카통은 생태 관광이 주산업인 곳이지만, 중국 어분공장이 들어
선 이후 발생한 악취와 해양생물 폐사로 인해 관광산업 유지가 힘든 실정이다. 공장의 폐기물 투기로
인해 석호의 물은 붉은 색으로 변했으며 바다 새와 게의 시체가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연안을
따라 새끼 고래와 바다거북의 시체도 발견된다. 결국 지역 활동가와 학자, 지역민은 해당 기업을
고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분공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4개월간 공장가
동을 중단할 뿐, 재가동 후에도 여전히 바다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 부패하는 어획물로 인해 도로와 해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피부병과 안구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들 역시 기침과 폐렴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어분공장에 반대
하는 집회를 할 경우 감비아 당국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이 있으며, 시위자 중 일부는 체포
되기도 해 지역민에게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 외국 수산 기업의 압박으로 시에라리온의 수산업과 수산자원이 위기를 당면했다. b) c)
- 서아프리카의 수산자원은 남획의 위기에 놓여있다. 아시아 지역의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1980년대부터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트롤 어선이 시에라리온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에 대량
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트롤 어선이 연안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린피스는 서아
프리카 정부 예산 중 연간 20억 달러가 불법어업으로 인해 소모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외국 수산
기업이 아프리카에 유입되면서 일부 불법어업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트롤 어선이 수산물을
대량으로 어획함에 따라 지역 연안 어업인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 중국과 한국이 운영 중인 트롤 어선은 연안 수산자원의 고갈을 불러왔고, 조업 과정에서 지역
어업인의 어구를 파손시켜 지역 어업인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에라리온 정부는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상업적 어선에 대해 4월 한 달간 금어기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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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 정부는 금어기에 돌입하면서 한 달간의 금어기가 자원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의 해양캠페인 선임매
니저인 이브라히마 시세(Ibrahima Cisse)는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조치가 매우 약한 수준이며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소의 해양 전문가 이안 랄비
(Ian Ralby)는 낮은 벌금과 부패로 인해 감시 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 어민은 일부 중국 트롤어선이 금어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에라리온 수산부에 항의했지만
수산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시에라리온에 대형 자본을 투자하고 있어 시에라리온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한 달간의 금어기와 수산물 수출금지가 발표된 3월 중순부터 일부 대형 기업은 약탈적 대출 제도를
이용해 지역 어업인의 어획물을 독점적으로 수집했다. 지역 어업인은 트롤 어선 조업으로 인해
파손된 어구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 수산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대출 상환기간 동안 수산
기업은 지역 어업인의 어획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지역 어업인은 매일 어획한 수산물로
대출을 상환하지만 채권자인 수산 기업은 시장 가격대비 1/4 수준의 가치로 상환액을 인정한다.
지역 어업인은 이러한 약탈적 자본투자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구를 구입하기 위한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 수산기업과 계약을 한다.

■ 서아프리카의 수산업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로 중국계 자본으로 이루어진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지역민의 가계 수입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조성되어 단기간동안은 서아프리카의 연안 지역민과 정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과 자본의 수탈이 이루어져 바다가 황폐해지고 지역민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적·기술적으로 서아프리카 수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
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불법어업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참고자료

a)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mar/20/chinese-fishmeal-plants
-leave-fishermen-gambia-all-at-sea (2019. 5. 15. 검색)
b) https://www.reuters.com/article/us-leone-fishing-ban/sierra-leones-fishing-ban-toreplenish-stocks-yields-little-idUSKCN1S20KS (2019. 5.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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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대한민국,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

■ FAO와 한국정부는 5월 13일,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a) b)
- 한국정부와 FA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아 종식(Zero Hunger)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13일 서울에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 FAO 사무총장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Jos Graziano da Silva)는 한국은 이미 농업, 수산업.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FAO와는 더욱 심도
깊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 동 협력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기아 종식(Zero Hunger) 노력을 강화하
고자 한다. a)
- 전 세계 기아 인구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중은 절반 이상이며, 최근 들어 기아 감소 움직임이
둔화되어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FAO는 한국정부의 경제발전 경험과 첨단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에 FAO 협력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한국의 노하우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파하고자 한다.
- 이번 협력을 통해 FAO와 한국정부는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고영양의 건강한 식품을
생산, 소비를 확산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
- 이처럼 FAO와 한국정부 간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은 세계수산대학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는 2015년부터 세계수산대학 1차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
하였으며, 올해 초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사 FAO는 협력사무소 개소식 이후 5월 14일 한국정부와 FAO 간
공동시범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안)은 한국과 FAO간 협력체계 구축, 역할, 사업비 및 인적자원 구성 등을 담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관한 감독·권고를 위한 한국 대표단 및 FAO 대표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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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

출처: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2

■ 한국정부는 FAO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a)
- 이 외에도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가뭄 구제, 서아프리카 취약계층 쌀 생산 교육 등 다양한
지역 및 분야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움직임에 동참하며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항만국 조치 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에 서명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진행 및 FAO와의 협력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혜수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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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잘못된 어업 관리로 어획 손실 심각

■ 인도네시아 전체 어획량의 40%가 손실된다. a)
-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어업 관리로 어획량의 40%가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폐기되거나 유통 및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728억 달러에 달한다.
- 1인당 연간 300 킬로그램의 음식물이 손실 및 폐기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수산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인구의 8%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

■ 잘못된 어업 관행이 수산물 손실을 유발한다. a)
- 어선 내 냉동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업인들은 어획물 중에서 저급어종을 해상에
폐기하고 있다.
- 어획물 손실의 8.2%는 해상폐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저온 저장
시설 부족, 처리 및 포장 불량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간 운송과정에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 해상 모니터링 강화, 수산물 이력제 및 인증제도 등 확산이 필요하다. b)
- EU는 어획물 폐기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y Policy)
개혁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어획물 해상 폐기 금지(Discard Ban)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노르웨이는 어획물의 선상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획물 폐기를 차단하기 위해 양륙항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 및 항공으로 조업을 모니터링 한다.
-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공급망 전반을 인증하는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도입
및 확산도 어획물 손실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를 통해 잘못된 어업 관행으로 인한 어획물 폐기를 막음으로써, 지속성에 기반한 수산 자원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가치사슬의 출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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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작은 크기의 연어 가격 하락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모색

■ 국경절과 수산물 관련 행사 등으로 작은 크기의 연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 a) b)
- 노르웨이 연어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가격이 kg당 1.70달러를 밑돌고
있으며 연어 평균가격이 8.10달러 수준인 시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크기가 큰 연어는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4kg 이하의 연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4월 21일 부활절에 6kg 이상의 큰 크기의 연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4kg 이하의 연어만
과잉공급 되어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노르웨이 연어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의 노동절과 브뤼셀 수산박람회가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큰 크기의 연어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큰 크기의 연어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작은 크기의 연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어 생산량 증가로 인한 연어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 c) d)
- 노르웨이 투자은행 펀리시큐리티즈(Fearnley Securities)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많아 연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연어 생산량이 전년 하반기 대비 2~3%에
서 7%까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7월과 8월에 연어 평균가격이 kg당 5.97~6.90달러 수준
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전반적으로 2019년 1분기 대서양에서 연어 생산이 3.5%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칠레의 연어
생산이 낮은 사망률과 높은 생산율을 보이면서 연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칠레의 연어 생산은
2019년 하반기에 연평균 15~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세안(ASEAN)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연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e)
- 노르웨이수산물협회(NSC) 동남아시아 지부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수출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은
20%를, 아세안(ASEAN)시장은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아세안 국가를 구매력이
증가하고 고품질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산물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지역으로,
매년 4~5%의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 특히 태국은 일본 음식점의 인기에 힘입어 연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르웨이 연어의 주요 신규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세안시장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다.
또한 노르웨이 연어의 품질과 신선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태국은 노르웨이의 신규 수출 대상국으로 기대되는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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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작은 크기의 연어 수출 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큰 크기의 노르웨이산 연어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은 크기의
연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르웨이는 판매되지 못한 4kg 이하의
작은 크기의 연어를 수출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인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 더해 추가적으로
다른 수출국을 찾아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 아세안(ASEAN)은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 대상국
으로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시장을 신규 수출 대상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 수산물 시장을 둘러싼 경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 전략과 연어의 가격, 생산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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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5/07/salmon-market-similar-to-2017-withh2-prices-set-to-fall/ (2019. 5.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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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마트 연안 만들기 세미나 개최

■ 아일랜드 밴틀리에서 유럽전역의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FLAG) 지역의 기존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a) b) c)
- 2019년 4월 초 어촌지역네트워크(Farnet)는 “스마트 연안지역(Smart Coastal: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 공동체의 자원화와 혁신(Smart Coastal Areas: resourcecfulness and innovation in
FLAG communities):“이라는 주제로 초국가적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50개 이상의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FLAG), 국가 네트워크 및 관리청들이 더 스마트한 모델개발을 구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인구 감소, 고령화, 제한된 수산업경제에 의존, 주요산업 감소, 연안지역 기후 변화 영향 및 미
개발된 잠재력 등은 연안 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FLAGs)은 지역의 새로운 환경적응과 지역의 번영을 돕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원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림 1. 스마트 연안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resourcefulness-andinnovation-flag-communities_en (2019. 5. 14. 검색)

100 |

■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유럽 2020(Europe 2020)” 전략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강조고하고 있다. c) d)
- 스마트 도시(Smart Cities),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s), 스마트 섬(Smart Island), 스마트 관광
(Smart Tourism) 등은 이미 유럽지역을 뒤흔드는 이니셔티브이다.
- 스마트한 사고와 ‘스마트 연안지역’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은 자기지역을
더 확장된 영역 보고, 지역의 기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창의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
- “스마트(Smart)”는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보다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FLAG)의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 연안지역(Smart Coastal
Areas)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c) d)
- 동 세미나는 스마트 개념을 ‘스마트 재정(Smart Financing)’, ‘스마트 파트너쉽(Smart Partnerships)’,
‘스마트 자원이용(Smart Resource Use)’,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Smart Services)’라는 4개의
특정 주제로 분류하여 연안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의 활동이
더 스마트한 모델로 전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 스마트 재정(Smart Financing)은 지방은행이 발행한 특별 소규모 신용대출, 소규모 기금, 크라
우드 펀딩 이니셔티브와 같은 스마트 재정이라는 옵션을 인식시키고,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의
대안으로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스마트 파트너쉽(Smart Partnerships)는 수산업 종사자와 관광 및 기타 종사자 등의 서로 다른
이해 집단 간 또는 공동체간 상생적인 상황을 만들어 서로 윈 ․ 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스마트 자원이용(Smart Resource Use)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품을
생산하여 지역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스마트 서비스(Smart Services)는 수산업 지역 활동 그룹(FLAG)가 스마트허브, 원격지역 연결
등을 통해 연안주민의 건강 및 우편배달 등에서 혁신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에 직면한 연안지역의
어업관련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연안어촌지역도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혁신과 포용성장이 필요하다.
- 연안어촌 개발에 있어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여 스마트 어촌, 스마트 어항, 스마트 연안 등의
새로운 혁신과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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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연안어촌은 스마트 재정, 스마트 공동체, 스마트 자원이용, 스마트 서비스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현안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연안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 변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지역문제도 국가의 정책
지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력과 전략적 행동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호림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holimL@kmi.re.kr/051-797-4720)

참고자료

a) https://www.southernstar.ie/news/farming/articles/2019/04/01/4171739-bantry-seminar
-promoting-smart-coastal-areas/ (2019 5. 14. 검색)
b) https://inshore-ireland.com/european-smart-coastal-areas-seminar/ (2019 5. 14. 검색)
c)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
-resourcefulness-and-innovation-flag-communities_en (2019. 5. 14. 검색)
d)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sites/farnet/files/smart_coastal_areas_
report.pdf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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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연안 ‧ 어촌 조성을 위한 EU 지역간 협약 제안

■ EU의 스마트 연안 ‧ 어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협약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a)
- 이탈리아 베네토(Veneto) 주의 수산업 지역 활동단체인 키오자 에 델타 델 포 액션 그룹(FLAG
GAC Chioggia e Delta del Po: 이하 FLAG)은 스마트 연안‧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간 ‧
국가 간 협력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명칭은 ‘스마트 연안 ‧ 어촌을 위한 지역
협약(Coastal Agreement for SMART Coastal Areas)’이다.
- 운영방식은 베네토 지역에서 FLAG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베네치아 연안 협약(Venetian
Coast Agreement)’의 틀을 기반으로 한다. 베네치아 연안 협약은 탈리아멘토(Tagliamento)
강 하구와 포(Po) 강 삼각주 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수단으로서, 이탈리아의
물 관리 거버넌스로 활용되고 있는 ‘강 협약(River Agreement; contratto di fium)’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베네치아 연안 협약, 강 협약과 같이 바다와 강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연안‧어촌 권역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림 1. 스마트 연안‧어촌 협력의 제안주체 및 이해관계자

이탈리아 Chioggia and the Po Delta FLAG 위치

지역간 협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

출처: (좌)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flag-factsheets/chioggia-and-po-delta-fla
g_en, (우)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sites/farnet/files/it203_cooperation-idea-coastal-ag
reement-en.pdf (2019. 5. 15. 검색)

■ 사업을 제안한 FLAG는 지역 간 협약을 통한 상향식 거버넌스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a)
- FLAG는 이번 협약으로 EU 권역의 연안지역들이 환경 ‧ 수산업 ‧ 관광 ‧ 교통 ‧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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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해당 파트너십을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연안‧어촌 거버넌스로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회복탄력성, 다양성, 차별성, 매력성, 건강성 등을 제고하고 스마트 연안 ‧
어촌을 구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협약을 통해 권역 내 수산업‧환경 등 다부문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a)
-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범사업(SMART Pilot
Actions)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수산업과 양식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안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되 다양한 부문이 연계된 정책수단(Multi-sectoral Measures)으로 구성될 전망
이다.
- 협력 프로젝트의 운영은 FLAG뿐만 아니라, EU 내 지역개발사업(LEADER)의 지역 활동그룹
(LAG), 민·관의 다양한 재원 등을 결합한 융복합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업 활동과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 효과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 연안‧어촌을 위한 지역협약의 선례(Good Practice)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어 스마트 연안‧어촌을 위한 지역협약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참고자료

a)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sites/farnet/files/it203_cooperation-idea
-coastal-agreement-en.pdf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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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LNG 추진선 및 벙커연료 시장 성장 이끌어

■ LNG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환경규제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b) c)
-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Sulfur Oxides) 함유량을 0.5% m/m(mass by
mass) 이하로 줄여야 하는 감축의무가 개시된다.
- LNG(Liquefied Natural Gas)는 IMO의 환경규제를 충족하면서 고유황 중유(High Sulphur
Fuel Oil)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된다.
- 이는 LNG 연료가 황산화물을 약 90~95% 줄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
출량을 약 20~25%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IMO 2020 환경규제로 인해 2025년 세계 신조선 발주시장의 60.3%를 LNG 추진선 시
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
- 클락슨(Clarksons)과 로이즈 선급(Lloyd’s Register)의 자료에 기초해 산업은행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합동 연구 결과, 2025년까지 최대 1,962척의 LNG 추진선이 건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 기간 중 한국의 조선업체는 세계 대형 LNG 추진선의 60% 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선박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 원에서 2020년 12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 한국 기업이 건조한 최초의 LNG 탱커선

출처: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9(2019.5.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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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추진선 시장의 성장과 함께 LNG 벙커연료 시장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 c)
- Asian Oil & Gas는 LNG 벙커연료 시장 규모가 2017년 약 550백만 달러 규모에서 2026년
1,263.2백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당 기간의 연평균증가율은 무려 8.5%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산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합동 연구에 따르면 LNG 벙커링선은 2016년 313천 톤
에서 2030년 3,200천 톤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LNG 추진선 및 벙커연료 시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이슈가
한국의 조선 및 해운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의 해운선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LNG 추진선
도입과 활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또한 산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합동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선박 시장에 대한 긍정
적인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및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진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tjkim@kmi.re.kr/051-797-4762)

참고자료

a)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lng-powered-ships-to-account-for-60of-new-orders-by-2025-korean-study.html (2019. 5. 14. 검색)
b) http://www.mondaq.com/turkey/x/803880/Marine+Shipping/So+Long+Sulphur+Emissions
+Navigating+The+New+IMO+Regulations (2019. 5. 14. 검색)
c) https://www.aogdigital.com/energy/item/9176-global-lng-bunker-fuel-market-to-reach
-13bln-by-2026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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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포시 ․ 中 보하이페리, 북~중 해상항로 개설 합의

■ 중국 보하이페리와 북한 남포시가 소위 ‘황금황로’로 불리는 해상항로 개설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a)
- 노길현 북한 남포특별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부시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 시찰단이 2019년
3월 19~20일 중국의 보하이페리 그룹 주식유한공사를 방문했다. 보하이페리그룹 회장 위신젠은
북한 시찰단에 페리선의 발전 현황 및 성과, 그룹의 발전 전략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 산둥반도(山东半岛), 랴오둥반도(辽东半岛)와 북한 남포항 간의 여객
화물 항로, 호화 크루즈 항로 건설 협력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북한 남포시는 다른 해운 회사와 협력하거나 경쟁적 노선을 개설 또는 동일한
사업에 협력할 수 없다. 이는 보하이페리가 독점적으로 옌타이(烟台)~남포, 다롄(大连)~남포 간의
해상항로 운영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북~중 해상항로 개설 협약 체결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3_0000596673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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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이페리,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북한과 적극 협력하다. a)
- 위신젠 회장은 보하이페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발전 전략에 힘입어 적절한 시기에 남포시와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의 협력으로 옌타이와, 남포를 핵심으로 하는
중조(북) 무역 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해 적극적․능동적․창조적인 협력을 통해 북·중 간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이를 통해 향후 양국 간 협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원 공유,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실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남포시 노길현 부시장도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에
성공한다면 양국 간 경제, 무역,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 크루즈시장 발전과 관련해 보하이페리와 남포시 간 협력이 주목된다. a)
- 보하이페리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한·중 국제항로를 개통했으며 중국~한국, 중국~일본, 중국~
러시아, 중국~필리핀, 중국~베트남, 중국~대만 등 30개 항로를 개통하여 국제호화크루즈선
‘중화타이산’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크루즈 시장 확대 발전과 관련하여 보하이페리와 남포시 간
협력이 주목된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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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 (2019. 5. 13. 검색)

SOx 규제 따른 운임 상승 전가 시 최종소비재 가격 0.12%
이하 증가 불과
■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단체연합회, 그리고 해운선사들이 4월 23일 도쿄 도내에서 ‘해사
분야에서 SOx 규제 도입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
-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토교통성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SOx 규제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해상
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교통성 해사국 오츠보 신이치로(大坪新一郎) 차장은 강연에서 국토교통성이 경제산업성, 석유
수입업체 등과 협력해 ‘규제 적합유의 적절한 품질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저유황유 가격의
안정화’, ‘사회 전체적인 비용 부담’ 등을 위해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Ox 규제로 인한 운임 상승이 최종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되더라도 그 규모는 제한적인 것
으로 분석된다. a)
- 오츠보 차장은 선박 연료류 가격의 증가(20% 증가 가정)로 인해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음료·책·
철강 등과 같은 최종소비재 가격 증가율은 0.03-0.1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 또한 SOx 규제가 국내 GDP 또는 세계 GDP에 미치는 극단적인 악영향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오츠보 차장은 다만 SOx 규제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해운업계만 부담해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에 공헌하는 환경규제이므로 사회 전체가 코스트를 부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예상 밖의 선박 연료유 가격변동으로 스크러버 설치 선사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a)
-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무토 코이치(武藤光一) MOL(Mitsui OSK Lines) CEO는 2020년 이후
규제 적합유 가격이 현재 수준(중유 대비 톤 당 120달러 높음)에 그치는데 반해 중유 등 기존
고유황유 가격이 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무토 CEO는 전 세계적으로 저유황유 생산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고유황유 생산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무토 CEO는 역사적으로 고유황유가 톤당 600달러를 상회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고유황유
가격 상승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저유황유 가격 상승이 예상 보다 낮고 반대로 고유황유 가격이 상승하면 스크러버 설치 선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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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업계가 인식하는 SOx 규제 대응 비용은 높다. a)
-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코비카 츠네히사(小比加恒久) 내항총련(内航総連) 회장은 내항업계의 주요
대응책이 되는 저유황유에 대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 적정가격으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내항업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유황유 사용을 규제 대응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 내항에서 유류비용은 전체 비용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외항에서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25%) 보다 매우 높다.
- 코비카 회장은 내항업계에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SOx 규제 대응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반해
자조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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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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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276 (2019. 4. 25 검색)

저유황 연료유 BAF 인상 시 화주는 비용 증가 위험 헤지
가능
■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화주는 선사 간 화물 이동을 통해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따른
선사의 BAF 추가 인상 부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a)
-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연간 연료비가 100~150억 달러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부정
적인 입장이다.
- 머스크 라인과 MSC는 연간 연료비가 20억 달러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팍로이
드는 TEU당 1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선사는 화주로부터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 현안이며 일부는 저유황 연료유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AF 산정공식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림 1. 주요 선사별 연료비 부담액

출처: https://www.joc.com/maritime-news/container-lines/low-sulfur-bafs-opportunity-shippers_20190501.html
(2019.5.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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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료별 가격추이

출처: https://www.joc.com/maritime-news/container-lines/low-sulfur-bafs-opportunity-shippers_20190501.html
(2019.5.12. 검색)

■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BAF는 연료소비, 무역량 등 무역요소(trade factor)를 고려해
산정된다. 그러나 실제 무역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가격 변화에 대해 각 선사의
BAF 금액 변화는 동일하지 않다. a)
- 따라서 이와 같은 각 선사의 BAF 산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벙커연료 가격에 대한 민감도 차이는
화주로 하여금 연료 가격 상승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 SeaIntelligence 애널리스트는 BAF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변화를 보이는 두 선사와 계약을
맺은 화주의 경우 벙커유가 변동성에 대해 가장 큰 헤지 레버리지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적은 변동성을 가진 선사를 통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BAF
가격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 BAF 변동성이 가장 큰 선사로
화물을 이동시켜 연료가격 변화로 인한 운임 인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화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한 선사에서 다른 선사로 거래량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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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Intelligence는 아시아~북유럽과 태평양 항로의 연료가격이 톤당 100달러 상승하는
경우 각 선사가 BAF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조사했다. 기본적으로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화
주는 기본요율이 BAF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정요율로 계약한
화주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 a)
-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하팍로이드와 계약한 화주는 연료유가가 톤당 100달러 증가하면 39
달러의 TEU BAF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그러나 Evergreen과 계약하면 TEU당 BAF를 추가로 64달러 지불해야 한다. 즉 화주는 하팍로
이드와의 계약대비 TEU당 25달러의 BAF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화주가 이를 변경
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 고정요율에 대한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 태평양 항로에서도 개별 선사마다 모두 다른 BAF 변동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Eastbound에
서는 하팍로이드의 BAF가 가장 낮았고, CMA CGM-APL의 BAF는 가장 높았다. 그리고 Back
Haul의 경우 MSC의 BAF가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하팍로이드의 BAF 변동성이 가장 높았다.
-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서로 다른 BAF 변동성이 화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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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maritime-news/container-lines/low-sulfur-bafs-opportunity-ship
pers_20190501.html/ (2019.5.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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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계 ‘컨’ 터미널 취급 실적 증가··· GTO는 부진
■ COSCO 쉬핑 등 선사가 운영하는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Container Terminal·CT)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a)
- 중국 COSCO 쉬핑의 자회사인 COSCO 쉬핑 포트(Cosco Shipping Port·CSP)는 2018년에
전년 대비 17% 늘어난 1억 1,736만TEU의 컨테이너를 취급했다.
- 또한 중국 초상국집단(招商局集団)의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 항만운영사인 초상국항구(China
Merchants Port Holdings Company Limited·CMP)의 2018년 취급 물동량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1억 906만TEU를 기록했다.
- CSP와 CMP는 2년 연속 1억TEU 이상을 취급했는데 이러한 실적은 싱가포르 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PSA), 홍콩의 허치슨 항만 홀딩스(Hutchison Port Holdings·HPH)
등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lobal Terminal Operater·GTO)의 실적을 웃도는 것이다.

■ CSP와 CMP는 국내 취급 물동량 비중이 높아 GTO가 아닌 TO(Terminal Operater)로
분류된다. a)
- CSP의 경우 1억 1,736만TEU 중 중국 물량이 9,259만TEU, 해외 물량이 2,477만TEU로 해외
비중은 21.1%에 불과하다.
- CMP는 1억 906만TEU 중 중국 물량이 8,072만TEU, 해외 물량이 2,834만TEU로 해외 비중은
25.9%이다.

■ 2018년 세계 주요 GTO 중 일부는 부진한 취급 실적을 기록했다. a)
- HPH의 2018년 전체 취급 물동량은 8,460만TEU로 전년 대비 3% 증가, DP 월드(DP World)는
7,141만TEU로 전년 대비 2%에 그쳤다.
- HPH와 DP 월드의 취급 물동량이 부진한 이유는 양 터미널 운영사의 거점이 최근 물동량이 감소
하고 있는 홍콩과 두바이에 각각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HPH의 2018년 홍콩 터미널 취급 물동량은 2,430만TEU로 전년 대비 1% 감소, DP 월드의
두바이 터미널 취급 물동량은 1,536만TEU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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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계 컨테이너 터미널 취급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a)
- CSP는 COSCO 쉬핑의 자회사로 항만 터미널 운영 사업만을 전개하는 TO 또는 국내 및 해외
에서 항만 터미널 운영 사업을 전개하는 GTO와 분명히 다른 형태이다.
- 해외항만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GTO와 달리 내수 물동량이 과반 이상을 점하는 내수 중심의
선사 운영 CT가 부상하고 있다.

표 1.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018년 실적
(단위 : 만TEU, %)

글로벌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국내 내수

만TEU

전년 대비 증감

CSP

11,736

17%

CMP

10,906

6%

HPH

8,460

3%

PSA

8,100

10%

DP 월드

7,141

2%

만TEU
(전체 대비 비중)
9,259
(79%)
8,072
(74%)
2,430
(29%)
3,631
(45%)
1,536
(22%)

전년 대비 증감
14%
5%
▲ 1%
9%
▲ 3%

출처 : 일본해사신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018년 실적’,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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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8059 (2019. 4.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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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정기선 시장 여건과 고객 세분화 전략

■ 글로벌 정기선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
- Lloyd‘s List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13-15일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개최
된 Global Liner Shipping Conference에서 해운 전문 컨설팅 기업인 MSI(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의 Richards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정기선 시장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 Richards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선진국 기업의 제조업 아웃소싱 투자로 대량의 컨테이
너선 물동량 증가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중국 효과가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 그는 현재의 글로벌 정기선 물동량은 경제성장에 좌우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이 나타
날 것으로 전망했다.
-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유럽 경제의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수요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중국에서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이 이동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동량 규모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다만 OD의 변화로 귀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 이외에도 컨테이너선 공급 측면에서 신조선 발주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초대형선
인도와 무역 흐름 변화에 따른 선박 배치(deployment)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동 Conference에서 EU 경쟁당국의 Simon씨는 동아시아 국가의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b)
- Simon은 중국의 Cosco Shipping Ports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의 투자 일환
으로 그리스 Piraeus 항에 대한 지분을 67까지 확보했는데, Cosco가 중국 국영기업이고 이들
투자자금이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EU의 국가 보조금 규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같은 (항만) 물류 인프라 이외에도 다수의 EU 회원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운 및 조선소에
대한 국가 보조금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EU 경쟁당국이 동아시아 국가의 국가 보조금이 WTO 규범과 양자간 협정에 위배되는 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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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Maersk의 Soren Skou CEO는 동아시아 국가의 해운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글로벌 정기선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기선 산업의 성과가 저해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부
지원이 선사들의 혁신역량 제고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 국가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흐름에 맞추어 정기선사
들은 맞춤형 고객 서비스 개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c)
- 동 Conference에서 Lancaster Analytics의 Lancaster는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선사들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고, 선사들이 고객(화주)의 운송니즈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 제고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즉 요구하는 서비스 질이 높은 화주에게는 높은 운임을 부과해 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써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병욱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참고자료

a) Lloyd’s List, Box shipping faces rocky road to equilibrium, 2019. 5. 14. (2019. 5. 16. 검색)
b) JOC, EU ragulator raises concerns over state shipping subsidies, 2019. 5. 14.
(2019. 5. 16. 검색)
c) Lloyd’s List, Dynamic pricing could save box shipping from a ‘Ryanair future’, 2019.
5. 14. (2019. 5.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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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 장착 선대 증가는 다양한 문제 야기

■ 경제적 이득으로 인해 스크러버 장착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a) b)
- 컨테이너 선박의 스크러버 주문량이 5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크러버가 저유
황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컨테이너 선사별로는 MSC의 비중이 가장 높아 약 180대의 스크러버를 주문했으며 이중 86대에
대한 비용(약 4억 3,900만 달러)도 확보했다. 머스크는 기존에 저유황유를 고집했으나 최근
스크러버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억 6,300만 달러를 투입해 50척의 선박에 장착할 계획
이다.
- CMA CGM은 4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20척의 LNG 추진선박도 확보할 예정이다.
에버그린은 약 9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이며 오는 5~6월에 동 설비가 장착된 2만
TEU급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 그 외 현대상선은 총 41척(기존선박 21척･신조선박 20척), 하팍로이드는 10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등 IMO 2020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ONE은 저유황유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0대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이다. 그 외 COSCO가 인수한 OOCL은 저유황유만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림 1. 주요 선사의 스크러버 및 LNG추진 선대 현황

출처: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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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러버 장착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c)
- 스크러버 사용은 황산화물을 해상으로 배출하거나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유사들에게 중유 생산을 지속할 여지를 남겼다.
- 또한 스크러버 장치운영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이어진다. 이는 IMO에서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CO2 zero)과 배치된다.
- 최근 스크러버 장착선의 경우 일반 용선료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나 선주입장에서는 장기
적으로 장비부식, 추가전력 소비, 폐기물 배출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선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운임시장도 스크러버 장착으로 인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
- 2020년 이후 전체 선대의 10%･선복량 기준 20% 이상이 스크러버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주에게 전가할 유류할증료(BAF)는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3,000TEU급 이하 연근해 항로의 경우 대부분 저유황유를 사용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운임에
포함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나 원양항로의 경우 스크러버 장착선박과 미장착선박 간 유류할증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화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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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13호
b)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6996/ONE-opts-for-scrubb
ers-but-keeps-faith-in-compliant-fuels(2019. 5. 14. 검색)
c)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6931/Scrubbers-and-newfuels-are-changing-the-business-landscape(2019. 5. 14. 검색)
d)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7058/Scrubbers-will-com
plicate-liner-shipping-pricing(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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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원격 조정 무인화물선 운항 시험 성공

■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 화물선(USV:Uncrewed Surface Vessel)이 영국에서 벨기에까지
소량의 화물 운송에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a) b)
- 5월 6일 영국 메르시아 섬(Mersea Island)에서 굴 약 5kg(11pounds)를 적재한 원격 조정선(SEAKIT 선박 USV Maxlimer)이 22시간의 항해 끝에 벨기에 오르스텐드(Orstend)에 도착하였다.
- 5월 9일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복귀하는 선편에는 벨기에산 맥주를 적재하고 왔는데, 이 선박은
북해에서 원격조정기로 운송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선박이 되었다.
- 영국 에섹스에 있는 원격 조정실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선박 운항을 맡았다. 이 시험운송은
영국 해양 및 해안경비대, 교통부, 외무부 및 벨기에 정부,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 이 같은 운항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국제 통신 및 협력 모델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b) c)
- 이 선박은 영국 에섹스의 톨레스버리에 본사를 둔 허쉬크래프트(Hushcraft)사가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으며, SEA-KIT International이 운영하고 있다.
- 선박은 길이 11.75m, 너비 2.2m의 크기이며, 하이브리드 디젤-전기시스템을 사용한다. 최대 4
노트(4.6mph)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2만 2,000km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적재량은
2.5톤으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운송할 수 있다.
- 이번 시험운항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에서 해양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GPS와 위성 통신을 통한 SEA-KIT의 무인 항법 능력(uncrewed navigation
capabilities)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 원격 조정실에서는 G-SAVI(Global Situational Awareness) 통신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SEA-KIT의 CCTV 영상, 열 영상 및 레이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주변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다.
- SEA-KIT는 본래 해저지도를 그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Shell Ocean Discovery XPRIZE에
참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일본재단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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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인선박 구조와 원격제어센터 및 이동경로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the-world-s-your-oyster-with-first-remote-controlled-cargo-boathrvqxfpgw(2019. 5. 14. 검색)

■ 우리나라도 USV 활용에 대비한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무인 자율운항선박은 유인선박보다 비용 및 선원들의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USV의 잠재력은 운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조사, 환경조사, 해양 안전 및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
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세계 최초의 자율 및 전기 컨테이너 선박인 Yara Birkeland는 내년 초 스칸디나비아 조선소에서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초기에는 유인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 완전한 무인자율운항을 계획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여 무인 자율운항에 따른 일자리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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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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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팍로이드, 금년 1분기 순익 1억 900만 달러 기록

■ 하팍로이드가 2019년 1분기에 순이익 1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기선 부문
거래 물량 증가와 평균 운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 이번 실적은 2018년 1분기 4,200만 달러 순이익 대비 약 1억 5,000만 달러 상승한 수치이다.
- 하벤 젠슨(Rolf Habben Jansen) 최고 운영 책임자는 수송량 증가, 운임 상승 및 달러화 강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매우 양호한 출발이라고 언급하면서도 2분기 실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1분기 처리실적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290만TEU이며 선사 평균 운임은 4.9% 상승
한 1,079달러, 수익은 8%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a)
- 2019년 1분기 태평양 항로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45만TEU였지만, 아시아~유럽, 대서양 항로
물량이 7% 증가해 각각 55만 6,000TEU, 47만 TEU를 기록했다.
- 하벤 젠슨은 중국 신년 이후 시장이 합리적인 회복세를 보였고 수요 증가 신호도 확인했다고 언급
했다.
- 또한 그는 현재 시장에는 이상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 현상은 4~6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팍로이드는 올해 4%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를 포함한 다른 선사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이다. a)
- 계약운임 역시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TEU 당 50~100달러 인상에 성공했으며, 태평양 항로에서도
운임이 대폭 인상됐다고 밝혔다.
- 태평양 항로의 경우 50% 이상이 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반면, 아시아~유럽 항로는 25% 수준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현물시장 화물의 비중이 60~65%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 하팍로이드는 내년 1월부터 IMO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써 TEU당
80-100달러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사는 모든 지역에 걸쳐 MFR(marine fuel recovery)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화주
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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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팍로이드는 보유 선대 112척 중 10척에 대해서만 2020년 이후 스크러버를 설치할 예정이다.
- 하벤 젠슨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연료가격 상승에 대한 다소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팍
로이드가 1분기에 예상대로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전략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라며 2019년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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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theloadstar.com/150m-profit-turnaround-for-hapag-lloyd-in-q1-but-q2-will-be
-tougher/ (2019.5.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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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방은행 선박금융 동향과 대출심사 중점 검토항목

■ 히로시마 은행은 세토내해(瀬戸内海) 해사클러스터와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을 vision으로
하며, 일본 지방은행 중 선박 금융 톱 클래스 실적을 가지고 있다. a)
- 2018년 9월말 기준 히로시마 은행의 조선·해운(내항 포함) 대출 잔액은 6,293억 엔(원화 약 6조
2,930억 원)이다.
- 이 중 외항 선주용은 5,200억 엔(원화 약 5조 2천억 원)으로 2018년 약 200억 엔(원화 약 2
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2019년 3월말 기준 히로시마 은행의 외항 선주용 대출잔액은 5,100~5,200억 엔(원화 약 5조
1천억~5조 2천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히로시마 은행 선박 파이낸스부의 요시자키 요시아키(吉崎能章) 실장은 2019년에 대출잔액
증가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a)
- 2021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질소산화물(NOx) 3차 규제
발효 이전 미리 발주해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올해 신조선 준공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 최근 몇 년 동안은 선박대출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다만 NYK·MOL 등 일본 국내 용선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해외 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확대되어 왔다.
- 2019년 들어 대출 상담 안건의 용선처 역시 해외 선사 비중이 높으며, 히로시마 은행의 외항
선주용 대출 잔액 중 일본 선사 비중은 40%, 해외 선사는 60%를 차지한다.

■ 해운업계 공통과제인 신조선가와 용선료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용선기간도 단기화
되고 있다. a)
- 신조선가의 하락 폭 대비 용선료 감소 규모가 훨씬 큰데다 용선료 감소가 장기화 되면서 선주는
선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선료로 신조선가를 충당하기 어렵다.
- 선주들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지방은행과 선주가 공동으로 위험을 정밀 조사하면서
자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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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금융 심사 시 히로시마 은행 등 일본 지방은행이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항목은 지역
경제 기여, 지속적 성장가능성, 지속적 사업영위성 등이다. a)
- 첫째, 해당 선박금융 안건이 현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안건인지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해운·
조선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건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 둘째, 해당 선박금융 안건이 고객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외형 확장을
위한 무리한 투자는 아닌지 선주와 대화를 거듭하면서 심사하고 있다.
- 셋째, 해운은 운임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 운임이나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등 해운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선주가 안정적으로 상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심사 시 중시하고 있다.

■ 선박금융 시장 이용 시에는 용선시황, 중고선가, 환율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a)
- 예를 들어 용선시황이 과거와 같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달러화로 운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달러화의 가치 하락 리스크가 존재한다.
- 중고선 매각 시 기대가격에 못 미칠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 일본 지방은행은 무리한 대출을 단행하기 보다는 확실한 해운시황 회복 조짐이 보일 때까지 선박
금융 안건을 보다 심사숙고해 심사할 계획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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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340 (2019. 4.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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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중의 북극 LNG 투자·북극항로 화물량 확대 추진

■ 지난 4월 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해 북극항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a)
-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곳이며 중국의 인프라 대전략의 해상
부분에도 포함된다.
- 동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가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일부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극항로와 중국 해상실크로드와의 연결 가능
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극항로와 중국의 해상실크로드가 연결될 경우 글로벌하고 경쟁력 있는 아시아~유럽 항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노바택(Novatek)은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탐사개발공사
(CNOD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2곳과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a)
- 각 계약은 러시아의 주요 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2(Arctic LNG 2) 사업 지분 10%를 포함
하고 있다.
- CNODC는 이미 2017년 말에 시작된 야말 LNG 프로젝트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북극포럼’에서 북극확대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b)
- 그는 작년에 북극항로를 통과한 화물량이 2천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1987년 보다 3배 이상 증가
한 수치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연간 북극항로 통과 화물량 8천만 톤 달성을 목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극항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쇄빙선을 13척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쇄빙선 가운데 9척은 원자력 추진 쇄빙선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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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a) b)
- 그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환적 화물을 늘리고 항만 터미널과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에 참여
하기를 독려했다.
- 제5회 북극포럼에서는 북극항로 종점에 항만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를 요청
하며 북극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특혜제도에 관한 연방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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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themoscowtimes.com/2019/04/30/putin-steps-up-talks-with-beijing-over
-arctic-shipping-a65436 (2019.5.13. 검색)
b) https://www.themoscowtimes.com/2019/04/11/putin-announces-arctic-expansionplans-international-forum-highlights-a65195 (2019.5.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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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해운그룹, 중국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선봉장

■ 지난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제창 이래, 중국 최대의 해운기업인
COSCO해운그룹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캐리어로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a)
- 현재 COSCO해운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174개를 운영하며 총 161만
4천 TEU의 선복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매주 운영되는 정기항로는 143편에 달하며, 극동~
동남아시아/남아시아 항로(지선 포함)가 73편으로 가장 많다.
- COSCO해운의 벌크화물 선대 규모는 세계 1위로, 2018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벌크화물
물동량은 6,461만 2천 톤에 달한다. 주요 항로는 인도네시아~중국 석탄 운송, 필리핀~중국의
니켈광 운송, 호주~한국의 석탄 운송, 칠레~중국의 철광석 운송항로 등이 포함된다.
- COSCO해운에너지(COSCO SHIPPING Energy)는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원유
수입의 약 77.6%를 운송했다. 지난 몇 년간 COSCO해운에너지는 양대 핵심항로를 구축했는데,
하나는 VLCC선대가 운영되는 중동~중국항로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 모든 중동국가를
포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범 동남아 항로로 파나막스급 선대 82%, MR탱커(Middle Range
Tanker) 선대 85%의 항차가 이 지역에 집중된다.
- 또한 COSCO해운은 ‘빙상실크로드’라 명명되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적극적이어서 2013년 8월
‘용셩(永盛)호’가 장쑤 성 타이창항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운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척의
선박을 운용하여 22차례의 북극항로 운항을 수행했다.

■ COSCO해운그룹은 해외 항만 터미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에 56개
터미널에 투자했고 그중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위치한 터미널은 18개이다. a)
- 이중 그리스 피레우스항은 COSCO해운항만(COSCO SHIPPING Ports)이 투자한 대표적인
‘일대일로’ 항만으로 2018년 피레우스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500만 TEU까지 증가하며 세계 컨테
이너항만 순위에서 32위로 크게 상승했다. 피레우스 항은 항만구역 내 ‘중국~유럽 육·해상 쾌속
라인’과 헝가리~세르비아 철도가 연결되어 중국과 동유럽 간 문호가 되었다.
- 그밖에 COSCO해운그룹은 UAE 아부다비, 스페인의 발렌시아와 빌바오, 페루 찬카이, 벨기에의
제브류헤와 앤터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키 이스탄불, 이탈리아 바도, 홍콩, 타이완 까오슝,
싱가포르, 한국 부산 등에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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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CO해운그룹은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복합운송 네트워크 구축에도 활발하다. a)
- 2018년 COSCO해운은 중국철도총공사와 협력하여 자체 운영하는 ‘중국~유럽 정기화물열차’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중국 국내 출발의 대외무역 노선은 총 112개가 있다. 이 노선은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청두(成都) 등 내륙지역에서도 출발하고 있으며, 주요 노선은 청두~유럽/아세안,
난창(南昌)~모스크바, 롄윈강(连云港)~알마티 등이 있다.
- 그밖에 그리스 피레우스 항을 허브로 삼아 유럽지역 항로 및 철도공사와 협력을 통해 ‘중국유럽 육·해상 쾌속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쾌속라인’의 화물 운송량은 5만 TEU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그림 1. COSCO해운그룹의 ‘일대일로’ 네트워크

출처: https://mp.weixin.qq.com/s/orQdNw9AXwYA2cPAzbaAPg (2019. 5. 15. 검색)

■ 한편 기존 COSCO그룹과 차이나쉬핑이 2016년 2월 통합하여 재탄생한 COSCO해운
그룹은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b)
- 양사가 통합된 후 그룹의 총자산은 2016년 5,900억 위안에서 2018년 8,100억 위안으로 37%
증가했으며, 그룹의 평균 이윤율도 7.8%에 달했다. 통합 후 지난 3년간의 누적 이윤총액은 554억
9,1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2019년 1분기 이윤총액은 5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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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mp.weixin.qq.com/s/orQdNw9AXwYA2cPAzbaAPg (2019. 5. 15. 검색)
b)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905/t20190508_1320152.shtml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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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 제재 위반 북한 석탄 화물선 압류

■ 미 법무부가 UN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
했다고 밝혔다. a) b)
- 2019년 5월 9일 미국 법무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화물선 중 하나인 1만 7천 톤급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
-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 송이무역회사의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가 북한측 석탄을 수출하고 중‧장비를 수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유지보수와 장비구매 비용은 미국 달러화로 지불되었는데 이는 여러 해
동안 미국과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 따라서 미 법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하고
중장비를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처음 나포했다고 밝혔다.

그림 1.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출처: https://www.rfa.org/korean/wise_honest_complaint_0.pdf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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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나포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다. a) b)
- 미 법무부는 2019년 5월 9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제재 위반명목
으로 압류 및 몰수(seizure and forfeiture)하면서 이를 위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
품목인 석탄을 선적했으며, 이후 4월 2일 다른 나라의 해양 경비 당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석탄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해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임을 숨기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을 떠났지만, 해상 규정에 따라 작동시켜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2017년 8월 4일부터 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림 2. 미 법무부 공소장 1면

출처: https://www.rfa.org/korean/wise_honest_complaint_0.pdf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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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a) b)
- 현재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뉴욕 남부 연방 지검의 영장에 따라 미국에 압류되어 있으며, 이 선박에
대한 몰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데머스(John C. Demers) 차관보는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호전성을 중단
시킨다는 법무부의 역할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제프리 버만(Geoffrey S. Berman) 연방검사장은 “우리는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며 기소하기 위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기꺼이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FBI는 미국 법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외 다른 선박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참고자료

a) https://www.justice.gov/opa/pr/north-korean-cargo-vessel-connected-sanctions-violati
ons-seized-us-government (2019. 5.13. 검색)
b) https://www.rfa.org/korean/wise_honest_complaint_0.pdf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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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해사청, 선박의 유황 배출량 감시용 드론 배치

■ 덴마크 해사청(DMA)1)은 해상에서의 선박 유황 배출량 확인을 위한 대형 드론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a)
- 덴마크 해사청은 선박 배출량의 황 함량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그레이트
벨트(Great Belt) 북쪽 해역에 대형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럽 해사안전국(EMSA)2)이 제공하는 유황 탐지 드론은 대형 탱커가 지나가는 발트해의 그레
이트 벨트 북쪽 해역에 배치되어 향후 수개월 이내에 운용될 계획이며,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DMA 관계자는 말했다.

■ 유황 감지 드론은 선박 연돌로 부터 선박 기인 배기가스의 황 함량을 등록하는 기술을 제
공한다. b)
- 해당 드론은 공식적으로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PAS)3)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박의 연돌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을 측정하는 소위 스니퍼(Sniff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 유황 감지 드론의 탑재체에는 주간 촬영을 위한 카메라 및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해 AIS 수신기도 탑재되어 있다.
그림 1. 그레이트 벨트 주변 선박의 유황 감시를 위한 대형 드론

출처: 덴마크 해사청(Danish Maritime Authority)

1) DMA(Denish Maritime Authority), 덴마크 해사청
2) EMSA(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유럽 해사안전국
3)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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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연돌의 배기가스 황 함량 정보를 등록한 드론은 감시 선박이 황 규제 여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즉시 전송해 덴마크 당국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황 감지 드론 기술을 활용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규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b)
- 덴마크 환경보호국(DEPA)4)은 황 규제 시행 책임이 있으며, 덴마크 해사청은 해역에서의 선박
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덴마크 해사청 관계자는 “유황 감지 드론 프로젝트는 황 규제 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사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선박 기인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해역에서의 선박 검사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덴마크 해사청은 2019년 4월 11일 드론을 활용한
유황 감시 첫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규제의 효율
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윤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yjyoo@kmi.re.kr/051-797-4648)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5066/denmark-to-deploy-sulphur
-sniffing-drone-in-its-waters (2019. 5. 17. 검색)
b) https://gcaptain.com/denmark-sulphur-limit-drone (2019. 5. 17. 검색)

4) DEPA(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덴마크 환경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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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I터미널 정책”은 숙련된 항만하역기능과 AI 등을 융합,
세계최고 수준의 생산성 및 양호한 노동환경 실현이 목표
■ 일본은 항만생산성 향상과 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해 “AI터미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 b)
- 일본은 항만하역 숙련기능인의 장인기술과 AI, IoT, 자동화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양호한 노동환경을 갖춘 AI터미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상용항만노동자 수는 1998년 57,325명에서 2016년 51,252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48,102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자 수의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
하역노동자의 암묵지(暗默知)와 AI기술 등을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는 것이다.
- 일본의 AI터미널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AI를 결합한다는 개념이 강
하다. AI터미널에서는 자동화를 自働化로 표기하여 自動化와 구분하고 있다. 사람을 기계로 대
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면 自動化,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
自働化로 표기하고, AI터미널은 自働化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 일본의 AI터미널은 숙련노동자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본선하역능력과 AI를 조합하여 하역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a) c)
- 이는 일본항만의 경쟁력을 강화, 항만 인프라의 해외 수출 및 해외 화물집화 촉진을 동시에 추구
하는 전략이다.
- 즉 세계 최고의 하역 기능(50회/시간)을 가진 노하우와 AI에 의한 최적화 제어(터미널 생산성과
물류전체의 최적화)를 결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공급체인 전체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처리효율을 높여 초대형선의 대량 하역에도
대응하여 항로를 유치하며, 물동량을 늘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국제적으로는 일본판 AI 터미널 기술과 인프라 개발을 패키지화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민간투자를
불러일으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 일본은 터미널 자동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a)

c)

- 1단계는 원격조작단계로 RMG 등의 원격조작화, 2단계는 반자동화로 AGV 등을 도입한 야드내
자동화, 3단계는 완전자동화로 갠트리크레인에 대해서도 자동화(원격조작 포함)를 도입한 터미널
전체의 자동화로 구분한다.
| 139

- 주요항의 자동화 정도는 상해, 칭다오, 천진, 샤먼, 로테르담 항이 3단계 자동화, 싱가포르, 함부
르크, LA/LB 항이 2단계 자동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본의 AI터미널 정책은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a) d)
- AI 터미널 정책은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전국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정책 회의
에서 향후 추진방향 3가지를 제시하였다.
- 북미, 유럽항로의 다방면·고빈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동량 집화의 촉진, 터미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피더서비스망을 확충하여 환적기능을 강화하고, AI터미널을 실현하여
터미널의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며, 국제전략항만운영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전략적
물동량 집화를 돕고 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AI터미널 정책은 2023년 중 본선운항스케줄을 준수하고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의 혼잡
문제 해소하는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

e) f)

- 본선운항스케줄 준수는 컨테이너선의 하역시간 단축을 통해, 게이트 혼잡해소는 외부 트럭의
게이트 앞 대기시간 단축으로 달성하고, 컨테이너 차량의 터미널 내 체류시간 최소화, 운영사의
노동환경 개선, 하역기계의 연료절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항만관련 데이터의 제휴 기반을 구축, 2021년부터는 데이터의 제휴
활용을 목표로 IT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터미널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일본은 2018년 6월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내각
에서 결정하였고, 항만에서는 항만데이터 제휴기반을 2020년까지 구축하여 항만의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일본의 항만데이터는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화물의 수출입 통관과 선박의 입출항 관련 행정절차를 위한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한 일본은 항만의 관리운영도 통일적이지 못하며, 각 항만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민간
사업자도 각각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있다.
- 항만관련 데이터의 제휴 기반은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고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세관, 항만
관리자, 관련기관, 화주, 통관, 보세, 육상운송, 터미널, 선사 등) 간에 정보제휴, 절차 공통화,
테이터 표준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항만 전체의 디지털화, 생산성향상,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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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AI 터미널 실현 계획
목표

전략

실행방안

실증기간

- 숙련기능자의 세계 최고 하역 노하우를 AI로 분석하여
암묵지(暗默知)를 정식화하여 비숙련자에게 승계

본선운항
스케줄 준수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제고,
항만 인프라
해외진출

게이트
혼잡해소

2021년까지

- 야드크레인 등을 원격조작·자동화하여 크레인 능력을
최대화하고, 운영사의 노동환경 개선

2018년까지 실증,
2019년부터
도입촉진

- 품명, 화주명, 과거 반입·반출일 등 빅테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컨테이너 장치장 최적화
- 하역기계 등의 배치·작업시간 최적화, 본선하역과
외부트럭 하역을 양립

2020년까지

- 과거 컨테이너 박스 손상화면의 빅데이터 분석,
육안체크를 더욱 효율화

2022년까지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반출입표 정보를 자동조회,
게이트처리 신속화
- 터미널 밖에서 차량을 검색하여 사전조치
- 예약상황 가시화를 통해 차량유입 평준화

2018년까지 실증,
2019년부터
도입촉진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2019. 3. 28.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2_hh_000142.html), (2019. 5. 2. 검색)

■ 우리나라의 항만분야 AI 활용 연구는 어디쯤일까?
- 우리나라도 AI를 기반으로 한 터미널 운영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
트항만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산·학·연·정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용
연구를 추진하다보면 어느 사이 우리 항만은 곧 AI터미널, 스마트 항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 또한 일본 항만의 항만자동화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自
働化)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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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일본항만협회, 「항만」, 2019년 3월호 pp.4∼33
b) 일본항만협회, 「항만」, 2019년 3월호 pp,4∼13
c) 일본국토교통성, 2018.6.15.(http://www.mlit.go.jp/common/001188972.pdf), (2019. 5. 2. 검색)
d) 일본국토교통성, 2018.8.3.(http://www.mlit.go.jp/common/001248332.pdf), (2019. 5. 2. 검색)
e) 일본국토교통성, 2019.3.28.(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2_000142.html), (2019. 5. 2. 검색)
f) 일본항만협회, 「항만」, 2019년 3월호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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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국의 수소 활용 현황과 시사점

■ 주요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경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a) b)
- 일본은 수소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CO2 배출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모빌
리티 분야 기술개발과 수소 공급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수소굴기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확정하여 2030년 수소차 100만대, 수소
충전소 100기 이상 보급을 추진 중이다.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가 및 미국도 수소차, 연료전지 등 육상 모빌리티 분야를
선두로 수소 추진 선박, 열차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는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소차와
연료전지 이외의 선박, 열차 등은 연구개발 단계로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 비해 미흡한 수준
이다.

■ 항만·해운 물류 분야의 환경오염 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 활용 기술개발도 추진 중이다.
- 국내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 이러한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해외에서는 항만
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원은 크게 선박배출과 항만시설(하역장비, 운송장비 등)로
나눌 수 있음. 이중 선박배출원 저감을 위해 AMP(육상전원공급장치), LNG 추진선박, 저유황유
사용, 수소 추진선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원 저감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 수소 추진 선박이 선박 배출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c)
- 선박 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ECA(Emission Control Areas, 배출규제해역) 등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기조에 편승하여 수소 추진 선박은 꾸준히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가능 단계에 들어섰다.
- 국내에서도 지난 ‘18년 3월 “부산항 수소선박 추진단”이 발족하여 “친환경 스마트선박 R&D 플래폼
구축”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와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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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소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d) e) f)
- 주요 선진국에서는 선박, 열차 등 운송 수단뿐 아니라 하역장비와 항만시설에 대한 수소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 스페인 발렌시아 항에서는 H2Ports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운송장비(스태커, 트랙터
등)에 수소 공급을 위한 이동스테이션을 설치 및 운영 중이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은 수소를 활용하여 204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제로 배출 항만 구현을 추진
하기 위해 항만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예인선, 스트래들 캐리어 등 중장비에 공급
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하역 장비 및 운송차량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 2019년 2월, 독일의 Emden항에서는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잉여 전기를 수소형태로 저장하여
많은 전력이 필요한 항만의 다양한 시설에 활용하여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저감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한 시범 사업 “WAsh2Emden”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도 항만 환경 개선 및 항만·해운 물류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수소
활용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수소는 육상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수소 추진선박, 수소밸류체인 구축 등 항만·해운 물류 분야
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고, 관련 산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또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추진 선박 개발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역장비, 항만시설용 발전 설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지난달 26일 “해양수산 수
소경제 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착수하여 금년 중 해양, 수산, 항만·해운 물류 분야에 특화된
수소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특히, 국내에서는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있고 “항만지역 등 대
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항만 지역에서의 수소 활용이 장
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항만 지역 대기오염 문제 해결 등에서 수소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적 지
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만 환경 개선을 위한 수소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승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69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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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http://yamamototaku.jp/article/suiso/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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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시장, 블록체인 및 IoT 기술과 함께 성장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
- 2018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규모는 1,670억 달러로써 2025년까지 4,4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신선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냉장·냉동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은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의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선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유기농 제품의 성장과 더불어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및 제약 위조사건 등이 증가함으로써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해진 것도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콜드체인 시장이 성장할수록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b)
- IoT 시스템과 결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식품, 의약품 및 화학 물질과 같이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
공급망 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이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요구되었던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분야가 최소한으로 저감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IoT 애플리케이션에 투자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콜드체인 모니터링, 스마트 패키징, 샘플 수명주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IoT 애플리
케이션은 제약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 부패성 화물은 모든 공급망 내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 c) d)
-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통상적으로 공급망 내에서 부패성 화물을 모니터링 할 때 운송에 필요한 시간 및 거리와 더불어
습도, 고도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운송 컨테이너나 트럭에만 내장될
뿐 본사에서는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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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다.
- 그래서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부패성 화물이 운반되는 팔레트 등에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모든 공급망 내에서 데이터 연결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냉동·냉장 산업 관련 관계자들은 이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성 및 안정성을 보장
하고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신수용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참고자료

a) Grand Research Review(2019), “Cold Chain Market: Market Analysis from 2014 to 2025”
b) https://www.forbes.com/sites/oracle/2019/04/19/as-cold-chains-heat-up-blockchainand-iot-provide-needed-framework/#5851cf445051 (2019. 5. 15. 검색)
c) https://www.forbes.com/sites/oracle/2019/04/19/as-cold-chains-heat-up-blockchainand-iot-provide-needed-framework/#5851cf445051 (2019. 5. 15. 검색)
d) Grand Research Review(2019), “Cold Chain Market: Market Analysis from 2014 to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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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선박의 초대형화 패러다임 지속, 국내항만의 선박
대형화에도 계속 영향
■ 전 세계를 운항중인 컨테이너선박 및 비컨테이너선박의 “선박대형화” 패러다임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a)
- 2018년 기준 전 세계를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박의 선복량은 지난 10년(2008년~2018년)간
‛08년 896만 TEU에서 ‛18년 약 2,172만 TEU로 연평균 약 9.3% 이상 증가하였다.
- 특히, 8천 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선복량은 ‛08년 205만 TEU에서 ‛18년 1,125만
TEU로 연평균 18.5% 증가하여 전체 선복량 증가율 대비 2배 수준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 되었다.

그림 1. 전 세계 컨테이너선박 운항 현황(선복량 기준)

출처 : Clarkson Research, 2019.05. 참고하여 KMI 재분석

- 운항 척수 기준으로 8천 TEU급 이상 대형 ‘컨’선의 비중은 ‘08년 222척(전체 운항선박의
7.2%)에서 ‘18년 979척(전체 운항선박의 19.2%)으로 척수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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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세계 컨테이너선박 운항 현황(운항척수 기준)

출처 : Clarkson Research, 2019.05. 참고하여 KMI 재분석

- 비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운항 중인 20만톤 이상 대형선박 선복량은 ‛08년 약 2천 7백만 톤에
서 ’18년 약 1억 2천만 톤으로 연평균 16.9%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며, 20만 톤급
이상 선박의 운항척수도 ‘08년 110척 에서 ‘18년 508척으로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다.
그림 3. 전 세계 비컨테이너선박 운항 현황(선복량 기준)

출처 : Clarkson Research, 2019.05. 참고하여 KMI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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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 세계 비컨테이너선박 운항 현황(운항척수 기준)

출처 : Clarkson Research, 2019.05. 참고하여 KMI 재분석

■ 전 세계 선박의 대형화는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선박대형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
- 5만 톤급 이상 선박의 부산항 입항 추이를 살펴보면 ‛08년 2,329척에서 ‛18년 4,534척으로 연
평균 6.9% 증가 하였으며, 인천항의 경우도 ‛08년 476척에서 ‛18년 729척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여 지속적인 선박의 대형화가 진행 중이다.
그림 5. 국내 주요항만의 입항선박 대형화 추이(부산항, 인천항 기준)

출처 : Port-Mis 자료를 기반으로 KMI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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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대형화에 대비한 국내 항만 분야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향후 선박의 초대형화 패러다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항만 시설확충(장비, 장치
공간의 확대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입항 선박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 선박 대형화에 대비한 국내
항만의 대응방안도 꾸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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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in.clarksons.net/ (2019. 5. 15. 검색)
b)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
main/intro.xmls/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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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사들의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협회 가입 동향

■ CMA-CGM, Evergreen, 현대상선(HMM), Yang Ming 및 ZIM 등이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DCSA)에 가입했다. a) b)
- 지난 4월 Maersk, Hapag-Lloyd MSC 및 ONE(Ocean Network Express)의 주도로 설립된
DCSA는 해상운송 관련 데이터, 메시지형식 및 인터페이스 사양 표준화에 대한 체계구축과 그
결과물인 표준화된 정보기술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CMA-CGM은 가입즉시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나머지 4개 선사는 규제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이번 5대 선사의 가입을 통해 DCSA 소속 회원사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이로써 글로벌 컨테이너 100대 선사 중 PIL(Pacific int. Line)을 제외한 상위 11위에 속한 선사
모두가 DCSA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들 선사의 총 선복량은 1,900만 TEU에 달한다.

표 1.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별 선복량 및 점유율 순위 (2019. 5. 기준)
순위

선사

선복량(TEU)

점유율(%)

DCSA
가입유무

1

APM-Maersk

4,161,834

18.1

○

2

MSC

3,368,319

14.6

○

3

COSCO

2,905,528

12.6

○

4

CMA-CGM

2,666,507

11.6

○

5

Hapag-Lloyd

1,694,897

7.4

○

6

ONE

1,546,001

6.7

○

7

Evergreen

1,274,528

5.5

○

8

Yang Ming

644,620

2.8

○

9

HMM

427,058

1.9

○

10

PIL

379,908

1.6

×

11

ZIM

315,717

1.4

○

19,005,009

82.6

DCSA 회원사 합계

출처: www.alphaliner.axsmarine.com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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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운송의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기술 및 보안의 표준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a) c) d)
- DCSA를 주도하고 있는 A.P.Møller-Maersk의 수석 기술 및 정보 책임자인 Adam Banks씨에
의하면 DCSA는 우선 운송 프로세스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한 청사진 제공 및 화물 추적에 관한
표준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해상운송 이해관계자들 간 데이터 교환의 복잡성 해소, 리스크 감소, 비용 절감 및 데
이터 처리속도 향상을 통한 해상운송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김가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ghkim@kmi.re.kr/051-797-4692)

참고자료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five-ocean-carriers-join-digital-containershipping-association (2019. 5. 14. 검색)
b) https://alphaliner.axsmarine.com/PublicTop100/ (2019. 5. 20. 검색)
c) https://www.dcsa.org/ (2019. 5. 20. 검색)
d) https://www.joc.com/maritime-news/container-lines-target-track-and-trace-standardiz
ation_20190516.html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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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분기에도 세계 교역 성장세 지속 둔화 경고

■ WTO는 2019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0.4%p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a) b)
- WTO의 2분기 세계 무역 전망 지표 (WTOI)5)는 96.3으로 2010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WTO는 당초 2019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3.7%에서 지난달
2.6%로 하향조정하였다.
- 또한, 2019년 세계 GDP성장률을 2.8%로 전망하여 경기침체를 시사했다.6)
-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둔화된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
된 것을 지목하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및 교역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 1. 글로벌 상품교역량과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출처: WTO (2019. 5.)

■ 미국 IT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 및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 등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c)
- 미국은 2018년 8월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2019년 5월 10일 중국 출발)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5) 세계 무역에 대한 향후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무역이 축소되고 100보다 높으면 무역이 확대됨을 의미
6)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들은 3% 미만의 성장을 경기침체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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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2018년 8월까지 500억달러 규모의 대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2019년 6월 1일부터)에 대해 관세를 5%~25% 부과하였다.
- 이에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추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19일(현지시간) 주요 IT기업들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품 및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 20일(현지시간) 중국도 이에 맞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원료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 중단 가능
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위안화 약세가 전 세계의 수출 경기 하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강화되나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수출 부진과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코노믹타임즈
(2019. 5. 20.)는 보도하였다.
- 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춰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 이에, 세계 각국은 수출경기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울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미·중 무역 분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성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ksa@kmi.re.kr/051-797-4792)

참고자료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wto-and-shipping-industry-concerned-ab
out-trade-war (2019. 5. 20. 검색)
b)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wto-warns-tradeweakness-to-continue-in-q2-as-global-indicator-remains-at-9-year-low/articleshow/6
9415613.cms (2019. 5. 20. 검색)
c)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20/rare-earths-the-u-s-china-tra
de-war-and-your-phone-quicktake (2019. 5. 21. 검색)
d) https://www.ft.com/content/72eac8cc-755c-11e9-bbad-7c18c0ea0201 (2019. 5.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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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무인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배송 서비스 개시

■ 글로벌 물류기업 DHL社는 중국 드론 제조업체 EHang社와 협력하여 중국 도시 지역에
라스트마일 운송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무인 운송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a)
- DHL Express社와 Ehang社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중국 도시 지역에서 라스트마일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무인 운송 솔루션을 공동으로 출시하였다.
- DHL Express China CEO에 따르면 “국경 간 무역, 특히 중국 남부와 Greater Bay Area(광둥
-홍콩-마카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솔루션 개발은 운송의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물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고
언급하였다.
- B2B 사업 운영 및 중국 물류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라스트마일 운송 서비스에 무인 드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보다 짧은 운송시간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
션이 될 것이다.
그림 1. DHL 무인 운송 드론

출처: https://www.smartcitiesworld.net/smart-cities-news/dhl-launches-its-first-regular-urban- drone-delivery-service-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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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솔루션을 통해 운송비용 및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b)
- DHL 고객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맞춤형 경로는 광둥 성 동관 시 Liaobu 중심과
DHL 서비스 센터 사이 약 8km 거리를 처리할 수 있다.
- Ehang社가 새로 출시한 팔콘(Falcon) 시리즈 중 가장 진보된 무인 항공기(UAV)를 사용하는 동
솔루션은 복잡한 도시 지역의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된다.
- Ehang Falcon 스마트 드론은 수직 이륙 및 착륙, 고정밀 GPS, 시각 식별기능, 스마트 비행
경로 계획, 완전 자동화 비행 기능,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 및 스케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단
방향 배송 시간을 40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배송 당 최대 80%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 DHL社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완전 자동화된 무인 드론 배송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맞춤형 고객
서비스 및 물류 솔루션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무인
드론 배송 서비스의 용량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84)

참고자료

a) https://www.smartcitiesworld.net/smart-cities-news/dhl-launches-its-first-regularurban-drone-delivery-service-4189 (2019. 5. 19. 검색)
b) https://www.stattimes.com/dhl-launches-intelligent-urban-drone-delivery-service-insouth-china-logistics (2019. 5.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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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 DFT에 자동화 RTGCs 추가 공급 계약 체결

■ Dublin Ferryport Terminals(DFT)는 아일랜드의 핵심 터미널이다. a) b)
- 더블린 항(The port of Dublin)에 속한 DFT는 더블린 중심부에 가까운 동쪽해안에 위치하며,
아일랜드의 도로·철도와 연결된 핵심 터미널이라 할 수 있다.
- 연간 172,000회의 하역작업(약 380,000 TEUs7))을 수행하며, 3대의 안벽 크레인과 8대의
Rubber Tyred Gantry Cranes(RTGCs)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더블린 항 위치

출처: Google Maps (2019. 5. 20. 검색)

■ Kalmar는 DFT에 장비를 공급해왔고, 이들 자동화 RTGCs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b)
- 현재 DFT는 Kalmar사의 자동화 RTGCs를 2기 보유하고 있다.
- 해당 장비는 완전자동화 적재작업이 가능하고,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 안전을 위해, 크레인 작업 중엔 그 영역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다.
- 또한, 크레인과 연계된 터미널 물류시스템(Terminal Logistics System; TLS)은 장비의 상태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장비의 스케줄링을 최적화시킨다. 이는 작업시간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하역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시킨다.

7)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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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lmar의 자동화 RTGCs

출처: https://www.kalmarglobal.com/equipment/rtg-cranes/kalmar-autortg/ (2019. 5. 20. 검색)

■ Kalmar는 DFT와 자동화 RTGCs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
- Kalmar는 지난 5월 1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기의 자동화 RTGCs를 DFT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 주문은 2019년 2분기에 수행됐고, 장비공급은 2020년 2분기에 마무리하도록 협의했다.
- 이는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하역 효율성 및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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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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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 밴텀, 운영효율화 및 경제적 효과제고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 Global Container Terminals(GCT) 밴텀은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북미 지역 주요
항만이다. a) b) c)
- GCT 밴텀은 밴쿠버에 위치한 캐나다의 주요 항만으로, 벤쿠버 내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항만이다.
- 31ha(헥타르)의 면적에 619m의 안벽길이를 가졌고, Green Marine으로부터 인증 받은 친환경
항만이다.
그림 1. GCT 밴텀 위치

출처: Google Maps (2019. 5. 20. 검색)

■ GCT 밴텀은 160만 달러8)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a) d)
- 본 투자계획은 다양한 하역 장비 교체를 포함한다. 2대의 안벽 크레인을 비롯한 10대의
Rubber Tyred Gantry Cranes(RTGCs), 19대의 탑핸들러, 40대의 트랙터-트레일러 및 기타
다양한 장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 장비 뿐 아니라 터미널 운영 시스템(Terminal Operating System; TOS)의 업그레이드, 컨테이너
고단적재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을 포함한다.
8) 캐나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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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CT 밴텀 전경

출처: https://globalterminalscanada.com/gct-vanterm/ (2019. 5. 20. 검색)

■ 본 투자계획은 운영효율화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
- 본 투자계획은 운영부문에서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약 25%의 하역 능력이
증대될 것이고,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약 1,200개의 직·간접 일자리, 77만 달러에 해당하는 임금, 그리고 187만
달러의 추가 GDP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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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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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중 무역마찰이 컨테이너선 및 부정기선 등 해운업계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듯
■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약 2,000억 달러(약 22조원)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제재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로 올리면서 해운업계에 악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에서는 중국 발 컨테이너물동량의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
- 부정기선의 경우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에 의한 시황 악화가 예상되지만,
향후 전망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관계자는 관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 수출용 컨테이너 항로(북미동안)에서는 최근, 베트남 등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발 컨테이너 물동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인상이 있었지만 그 동안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
중무역전쟁에 대비한 경영전략으로 2018년 북미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 2019년 초까지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는 바뀌지 않았고, 올해 3월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 늘어난 122만 TEU를 기록하여 동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지금까지 관세 10%를 화주가 일부 부담하면서 그런대로 해운시황의 악화를 극복해
왔으나,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부과는 해운시황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발
물동량의 감소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등 중국 이외의 동남아지역 국가의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지만 북미무역 전체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부정기선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미중 간 무역협상이
난관에 부딪힘에 따라 경기악화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
면서 중국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면 철광석과 원유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드라이
벌크선이나 유조선 시황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미국의 대중국 관세제재에 따른 추가 파장에 대해서 드라이선과 유조선 관계자 모두 직접
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단지, "협상이 꼬여 장기화되면 세계경제나 무역에 대한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미중 무역마찰을 둘러싸고 양국의 경기후퇴가 우려되었지만, 아직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무역협상의 재협상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시황은 전반적으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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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간의 무역마찰로 인하여 북미동안 4월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 증가한 126만TEU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미국의 민간조사회사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이 지난 15일 발표한
아시아 10개국에서 대미(북미동안)의 2019년 4월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한 126만 TEU를 기록하였다. b)
- 미중무역마찰로 인하여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선적지인 중국 발 미국 향 물동량은 3월에 이어 4월
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증가세를 나타내 전체 컨테
이너물동량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북미행의 1~4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506만 4000 TEU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 2019년 4월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국가·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점유율 측면에서 58%로
1위를 차지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하여 73만 2,000TEU를 기록한 반면 5위를 기록한
홍콩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5만 1,000TEU로 대미무역마찰에 의하여 중국 권 컨테이너
물동량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미국항로의 1~4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290만 6,000TEU를 기록
하였으며, 품목별로는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3.5% 줄어든 15만 7,000TEU로 1위, 기계류가
4% 감소한 8만 5,000TEU를 기록하여 2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발 컨테이너물동량의 상위 10개
품목 중 5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는 3.5% 늘어난 13만 6,000TEU, 대만이 21% 늘어난 8만TEU, 베트남이 33%
늘어난 7만 2000TEU를 각각 기록한 반면 일본은 1% 감소한 4만 4,000TEU로 7위, 점유율은
3.5%를 기록하였다. 다만, 환적 물동량을 포함할 경우 일본 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5만 8,000TEU를 기록하였다.
- 올 3월에는 북미서안~아시아권역으로의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3월
미국 발 아시아(서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53만 2,000TEU를 기록
하였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0% 감소한 16만 TEU를
기록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22% 증가한 6만 8,000TEU,
3위인 우리나라는 12.5% 감소한 6만 5,000TEU를 기록하였다.
- 미국 발~아시아항로의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1위가 폐지, 2위가 목초·콩 등의 화물이지만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4위인 목재와 7위인 섬유, 무명 베 등 6개 품목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
다. 중국에 한정하여 보면, 상위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2자릿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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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움직임이 호조였던 아시아~북미항로에 있어서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가 향후 해운
업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c)
- 주요 컨테이너 선사의 아시아 발 미국 향(북미동안) 컨테이너 화물에서 중국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격차가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COSCO와 CMA-CGM(APL 포함)의 73%. 오션
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와 현대 상선은 모두 50%대에 머물렀다. 미·중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북미항로에 배선하는 컨테이너선사의 영향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컨테이너 선사의 북미동안 컨테이너 물동량 중 중국에서의 적재비율은 프랑스 알파라이너가
2018년 5월~2019년 4월까지 1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정리했다. 북미동안의 상위
10개 선사의 중국 발 물동량의 적재 비율을 보면, 1) 코스코(COSCO)+오오씨엘(OOCL)이 73%,
2) 씨엠에이-씨지엠(CMA-CGM)이 에이피엘(APL) 물동량을 포함하여 73%, 3) 원(ONE)이
55%, 4) 에버그린이 69% 5) 머스크 68%, 6) 엠에스씨(MSC)가 70%, 7) 현대 상선이 52%, 8)
양명해운 68%, 9) 하팟크로이드 67%, 10) 짐라인이 69%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북미동안의 컨테이너 화물량은 작년 하반기, 미국이 대중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부터 수요가 대폭
증가 하였다. 제오씨-피어스(JOC-PIERS)의 조사에 의하며, 2018년 10~12월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여 분기기준으로 2010년 7~9월기 이후 최고의 2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갑작스런 수요는 올해 들어 일단락되고 2019년 1~3월기의 물동량은 거의 전년 동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중국 발 물동량에 한정하면 8%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프랑스의 알파라이너는 미국이 추가로 중국에 대한 관세대상 품목을 확대할 경우 북미 동안의
컨테이너 화물량은 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sim@kmi.re.kr/051-797-466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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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난사항, ‘일대일로’ 허브항 구축에 박차

■ 광저우 난사항(南沙港)은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육상·해상통로 교차점으로 ‘일대일로’
항로 개척을 위해 노력 중이다. a)
- 현재 광저우 난사항은 동남아, 홍해, 중동, 아프리카, 호주, 미주 등 20여 개 국가의 60여 개
항만과 항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 난사항은 총 132개의 컨테이너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 국내 항로가 32개, 대외 무역항로가 100개이며, 21개의 글로벌 정
기선사가 난사항에서 국제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최근들어 난사항은 글로벌 정기선사들과 협력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 항로를 집중 개설
하거나 기존 항로에 대형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 지난 4월 11일, COSOC해운의 적재능력 19,100TEU 컨테이너선 ‘CSCL GLOBE’호가 광저우
난사항에 접안하였는데, 이는 오션얼라이언스의 중동라인 ‘MEL5W’ 항로의 운영 선박이 기존
14,000TEU에서 19,100TEU급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MEL5W’ 항로는 매주 4회 난사
항에 기항하며 난사항과 UAE 제벨알리(운항시간 12일), 아부다비(14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
(17일) 등 중동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 또한 4월 14일, MSC의 적재능력 19,244TEU 컨테이너선 ‘MSC CLARA’호가 2M 얼라이언스
지중해라인 ‘2AM’ 항로에 투입되었다. ‘2AM’ 항로는 매주 일요일에 난사항을 출발하여 이집트
포트사이드(18일), 이탈리아 지오이아타우로(2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25일), 발렌시아(28일),
그리스 피레우스(34일) 등 중동·지중해 항만까지 연계된다.
- 특히 ‘2AM’ 항로로 난사항에서 바르셀로나항까지는 25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이는 화물 리드
타임 측면에서 국제 운송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 난사항, 4단계 프로젝트 건설과 함께 주삼각지역 ‘일대일로’ 전략의 해양 문호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b)
- 지난 2018년 9월 30일, 광저우항 4단계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광저우항 4단계 프로젝트는
광저우와 포산(佛山), 중산(中山)시가 국유자본을 공동출자하고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액은
88억 4,900만 위안에 달한다.
- 광저우 4단계 프로젝트에는 10만 톤급 2개와 5만 톤급 2개의 컨테이너 선석이 건설되며 설계
처리능력은 480만 TEU로 2021년 완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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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난사항 4단계는 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로 개발되며, 기존 자동화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를 통한 운송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GPS에 기반한 IGV
(Intelligent Guided Vehicle)를 활용한 운송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 차이진롱(蔡锦龙) 광저우항그룹 회장은 “난사항 4단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난사항이 국내와
해외시장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범 주삼각지역 전체에 걸쳐 ‘일대일로’
전략의 해양 문호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광저우 난사항 4단계 전자동화 터미널 계획도

출처 :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414692(2019. 5. 15. 검색)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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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TSR 화물수송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성은 러시아 철도와 협력하여 TSR(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철도수송) 이용촉진을 위한 화물수송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a)
- 작년도에는 일본-모스크바 구간의 시베리아 철도의 화물 수송 실증사업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3월
12일 ‘러-일 운수 워킹그룹’에서 일본-유럽 간 시범수송 실시를 합의했다.
- 동 사업은 화주기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공동 참여가 대상(3건 예정)이 되고, 지원
요건으로는 ①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경유하여 TSR을 이용, ② ’19년 12월 수송 완료(’20년
1월까지 수송 보고 완료), ③ TSR 이용에 따른 관련 과제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TSR 이용 검증 사항
<주요 검증 사항>
․ 상세 코스트(철도운임, 해상운임 등 포함)
․ 리드타임(신속성 및 정시성)
․ 다국가 수송에 따른 수속 관련 사항

<그 외 검증 사항 예>
․
․
․
․
․

각종 수속 관련 정보
식품, 중량물, 위험물 수송 시 수속 관련 사항
복합일관수송 수속 관련 사한
혼재 시 수속 관련 사항
수송 환경(온습도, 진동 등) 등

출처: http://www.mlit.go.jp/common/001288653.pdf (2019. 5. 20. 검색)

■ 작년도 시범사업 결과, 수송 리드타임 절감과 화물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
- ’18년도 시범사업 결과, 수송(일본 항만 출발, 모스크바 역 도착) 일수는 15일~31일로 해상운송
(50일~60일 소요) 대비 1/2~1/3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 품질의 경우, 동절기 수송 시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현상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철도
수송 시 진동도 일본 국내 수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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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TSR 시범사업 결과 요약
사업자

수송품목

수송 시기

수송일수

수송 품질

㈜미쯔비시로지스틱스
(三菱商事ロジスティクス株式会社)

생필품

11월~12월

28일

이상 없음

㈜히가시해운
(東海運株式会社)

주택·건설용 자재

10월~11월

25일

이상 없음

㈜토요트랜스
(株式会社東洋トランス)

정미(精米)

8월~9월

23일

이상 없음

㈜토요트랜스
(株式会社東洋トランス)

전자 피아노,
가구, 전동공구

9월~10월

27일

이상 없음

㈜닛신
(株式会社日新)

식료품

8월~9월

15일

이상 없음

㈜니혼쯔운
(日本通運株式会社)

잡화, 식품 등

11월~12월

31일

이상 없음

㈜히타치건설기기로지텍
(日立建機ロジテック株式会社)

건설기기부품

11월

27일

이상 없음

출처: http://www.mlit.go.jp/common/001278076.pdf (2019. 5. 20. 검색)

최나영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chnayoung@kmi.re.kr/051-797-477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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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유항만개혁과 투자 동향

■ 인도 국유항만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2018-2019 회계연도에 집계된 항만 생
산성 지표가 대폭 향상되었다. a)
- JOC.COM의 항만 생산성 측정지표를 보면 인도 주요 국유항만들의 2017-2018 회계연도 평균
선박회항시간(Turnaround Time)이 64.43시간에서 2018-2019 회계연도에 59.85시간으로 1년
사이 대폭 단축되었다. 동부와 서부해안에 분포한 12개의 주요항만 중 코친(Cochin)항만은 평균
선박회항시간이 35.21시간으로 가장 짧은 편에 속하며 이는 일 년전의 44.88시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도 항만 중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JNPT 항만의 선박기항횟수는
2,582건, 총 화물처리량은 약 7,800만 톤, 평균선박회항시간은 2017-2018 회계연도 53.76시간
에서 올해 51.36시간을 기록했다.
- 코친 항만은 올해 1,156건의 선박기항횟수와 3,200만 톤의 화물처리량을 기록했으며 20182019 회계연도의 마지막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의 물동량 증가를 기록했다. 코친항만의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이러한 물동량 증가는 인도의 더욱 향상된 물류솔루션 과 세계적 수준의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으며 터미널운영시스템, RFID 시스템
등을 통한 물류최적화로 화물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같은 기간동안 첸나이(Chennai)항만의 평균선박회항시간이 52.99시간에서
47.41시간으로 줄었으며, 치담바라나르(Chidambaranar)항만은 64.56시간에서 47.04시간,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항만은 61.99시간에서 60.23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균선박회항시간과 더불어 12개 주요 항만의 선박체류시간도 8.46시간에서 5.74시간으로 감소
하였고 선석당 화물처리량도 15,333톤에서 16,434톤으로 증가하였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코친
항만의 선박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JNPT도 전년 대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JNPT는 크레인 생산성 또한 향상되었는데 2017-2018 회계연도에 시간당 33.97TEU에서
2018-2019 회계연도에 37.12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도 주요 항만 다수 터
미널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수년간 인도는 컨테이너 화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항만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와
디지털화, 물류개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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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사업 확장을 통해 자국 항만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새로운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할 예정이다. b)
- 미얀마와 싱가포르에 등록된 Yangon-Adani 법인은 최근 양곤 강에 새로운 터미널 개발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곤 항 AIPT(Ahlone International Port Terminal)의 운영사인
미얀마 국영 그룹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소유 50에이커 규모 토지를 개발
할 것이며 회사 운영 시 3년간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으며 총 비용은
2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올해 9월 항만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 터미널 건설시
100,000TEU~150,000TEU 처리를 목표하고 있으며 2단계는 800,000TEU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얀마의 총 컨테이너 처리량이 120만 TEU 이지만 GDP 성장률이 약
6.5%로 향후 4~5년 내 컨테이너 처리량이 200만 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dani
그룹의 주요 사업은 에너지발전, 물류 및 항만사업으로 자산 100억 달러 규모 개인소유회사
이다.

■ 인도 뭄바이 항만은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최첨단 크루즈 터미널 건설 중에 있다. c)
- 뭄바이 항-코친 항, 코친 항-몰디브 항, 몰디브 항-뭄바이 항까지 정기 크루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국제크루즈회사인 코스타크루즈는 인도 크루즈 시장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뭄
바이 크루즈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더 크고 많은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도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도 현재까지의 크루즈 승객 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크루즈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512)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port-news/asian-ports/india-port-reforms-fuel-productivity-gains
_20190416.html (2019. 4. 16. 검색)
b) https://www.mmtimes.com/news/new-yangon-port-be-constructed-trade-volumesrise.html (2019. 5.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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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Sea & Air 연결을 통한 복합운송 허브 입지 강화

■ 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 간 연계(Sea & Air)를 통한 복합운송 서비스 허브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a) b)
- 싱가포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인 ‘PSA International‘과 창이공항 지상조업사인 ‘SATS’는
해상-항공 복합운송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사는 항만과 공항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과 화주들에게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 특히 신선 물류와 전자 기기,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적극 유치하여 복합운송의 전진기지 역할을
제공한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림 1. PSA와 SATS 간 업무협약(MOU) 체결

■ 양 사는 화물운영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공유, 통합 물류망 구축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c)
- 양 사는 “야드 투 포트(Yard-to-Port)” 데이터 연계 및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은 물론 화물
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물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SATS가 운영하는 화물 터미널 취급 및 관리 시스템인 “COSYS+”와 PSA의 자회사인 GeTS
Asia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플랫폼인 “CALISTATM”을 통합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다양한 복합운송 수단을 통해 수송되는 화물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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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는 화물운영 시스템 통합을 통해 타 자유무역지역 간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화물의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규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만과 공항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공급망 혁신 등 글로벌 환적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 b)
- PSA와 SATS 간 파트너쉽은 해상과 공항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싱가포르가 세계 환적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PSA 인터내셔널 그룹의 CEO인 Tan Chong Meng씨는 “이번 SATS와의 파트너쉽은 화주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yh@kmi.re.kr/051-797-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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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메가 항만 ‘Tuas 터미널’, 2021년부터 운영 체제 가동

■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MPA)에 따르면 Tuas 터미널은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공될 것이라 밝혔다. a) b)
- 세계 최대의 환적항이자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싱가포르항은 차세대 자동화 항만인 Tuas
터미널을 건설 중이다.
- 현재 Tuas 터미널은 전체 4단계 건설 공사 중 2021년쯤 완공될 1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은 축구장 383개에 해당하는 크기의 항만이 2040년에 완공될 경우, 한 곳에
위치에 있는 터미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이 될 것이며 연간 최대 6천 5백만
TEU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Tuas 터미널이 완공되면 싱가포르는 항만시설 대부분을 섬 서쪽에 위치한 Tuas 메가 항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이 메가 항만을 통해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허브항만 지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세계 최대의 환적항인 싱가포르 항만

출처: https://safety4sea.com/anchoring-in-western-singapore-port-limits-prohibited/ (2019. 5.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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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A)은 케이슨 활용 외에도 Tuas 터미널 건설에 5가지 혁신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c)
- 혁신 중 하나는 암석 건조, 수중 측량 과정 등을 자동화하는 차세대 올인원 암반 마운드 건설
선박인 ‘TEMAROCK’이라는 특수 설계 선박을 배치한 것이다. ‘TEMAROCK’ 배치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재 낭비 감소, 케이슨 거치 시간
50% 단축 등을 이룰 수 있다.
- 또한 싱가포르는 건설 과정에서 채취된 모래 및 자재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립에 필요한 모래가 1단계 건설에서는 약 70%, 2단계 건설에서는 약
50%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싱가포르 Tuas 터미널 매립 공사 현장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kc0929&logNo=221342586569&proxyReferer=&pro
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019. 5. 10. 검색)

■ 우리나라는 부산항 제2신항 건설을 통해 세계 6위 위상에서 세계 5위 이상으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d)
-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상남도는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제2
신항이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 전체 규모는 총 57개 선석(부산 20선석, 경남 37선석)이 될 것
이라 밝혔다.
- 제2신항은 총 21개 선석으로 2030년까지 9개 선석, 2040년까지 12개 선석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후 제2신항은 연간 1,612만 TEU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된다.

172 |

- 부산항을 국제적인 메가 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제2신항 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항만의 메가항만 개발 사례 등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식

출처: http://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5 (2019. 5. 10. 검색)

김성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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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B항만당국, 컨테이너 터미널 재편 추진

■ 홍콩의 오오아엘(OOIL)은 4월 말 미국 서안 롱비치(LB)항만에 있는 LBCT 터미널을 호주
펀드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코스코(COSCO)·오오아엘(OOIL) 그룹은 엘비시티(LBCT)
터미널의 매각을 통하여 그룹 전체의 큰 과제 하나를 해결하였다. a)
- 한편, 일본의 3대 선사는 현재 로스앤젤레스(LA)·LB항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CT) 등을
올해 안에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에게 양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서해안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는 로스엔젤레스(LA)·롱비치(LB)항이지만, 전 세계
대형선사의 움직임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의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LA․LB항의 터미널 위치도
No
1
2
3
4

터미널
Pier 400
GGS/EMS
Everport
YTI

항만
LA
LA
LA
LA

5

TraPac

LA

6
7

WBCT(YM)
WBCT(CS)

LA
LA

8

TTI

LB

9

LBCT

LB

10

ITS

LB

11

PCT

LB

12

Pier A

LB

13

Pier C

LB

주주(운영사)
Maersk
CMA/EQT
Evergreen
NYK/MIP
MOL/
Brookfield
Yang Ming
COSCO
MSC/
Hyundai
OOCL
K-Line/Ports
America
COSCO
/CMA/SSA
MSC/SSA
/Naston
SSA/
Naston

출처: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2019. 5. 13. 검색)

- 엘비시티(LBCT)는 롱비치(LB)항만의 중간에 위치해 로스엔젤레스(LA)항의 트래팩(TraPac) 터미
널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화 터미널로 효율성이 높아 컨테이너 선사인 오오씨엘
(OOCL)을 산하에 둔 오오아엘(OOIL)에게 중요한 자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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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코스코(COSCO) 그룹이 2017년에 오오아엘(OOIL)을 인수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안전
보장상 우려에서 오오씨엘(OOCL)이 보유한 엘비시티(LBCT)를 중국 국영선사의 관리 하에 두는
것에 반대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엘비시티(LBCT)의 매각을 조건으로 코스코(COSCO)의 오오아엘
(OOIL) 인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엘비시티(LBCT)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이번에 엘비시티(LBCT)를 호주의 매쿼리인프라스터럭쳐파트너스(MIP)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오씨엘(OOCL)은 계속해서 동 터미널을 이용하는 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였다.
- 한편, ONE이 출범하면서 모회사인 일본의 3대 선사는 해외 터미널 사업을 현물출자형태로 양도
할 방침이었다. 다만, 양도절차와 관련하여 시간이 걸려 현재도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이 미국 서해안의 게이트웨이인 로스엔젤레스(LA)·롱비치(LB)항에 있는 3개의
터미널로 엔와이케이(NYK)의 와티이(YTI), 엠오엘(MOL)의 트라팍(TraPac), 케이라인(K-Line)의
아티스(ITS)가 롱비치(LB)항에서 각각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미국 서안에서는 이 밖에도 오클랜드항의 엠오엘(MOL)이 트라팍(TraPac), 타코마항에서는 케이
라인(K-Line)의 가와키 허스키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와티아이(YTI)와 트라팍(TraPac)에는
투자펀드가, 아티에스(ITS)에는 미국 터미널 운영사가 각각 자본에 참여하는 등 3개 회사 외에도
터미널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 일본의 3대 선사는 ONE에 대한 해외 터미널의 이관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시가로 양도할 예정
이기 때문에 3개 터미널에 대한 양도 작업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sim@kmi.re.kr/051-797-466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2019. 5.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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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륙수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오브 강 수심이 낮아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준설작업 결과, 물동량이 증가했다. a)
- 2015년 이후 오브 강의 수심이 계속해서 낮아지자, 선박 운항 가능 기간이 절반가량으로 감소
하며, 내륙수로 물동량은 감소하고, 도로를 통한 물동량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이에 연방 해양내륙운송국(중앙정부 기관)과 수운회사(민간 기업), 알타이 변강 정부(지방정부)는
오브 강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금을 준설작업 등을 위해 사용했다.
- 알타이 변강 정부는 내륙수로 활성화를 통해 도로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0년까지 내륙
수로 물동량을 전체 화물의 1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림 1. 러시아 주요 내륙수로

출처: KMI 작성

■ 이르쿠츠크에서는 레나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b)
- 이르쿠츠크 주정부는 매년 레나강 수심을 모니터링 중이나, 올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얕아져
북극지역 및 이르쿠츠크 주와 사하 공화국에 생필품 및 연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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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료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에너지 구입 및 운송계약
체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또한 우스트-쿠트 지역에 연료저장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야쿠티야 공화국의 올해 총 예상 물동량은 생필품과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품 125만톤을
포함한 약 3백만 톤이다.
- 이 중 우스트-쿠트에서 환적 되는 화물은 약 56만 톤(석탄 2천 톤, 석유 제품 34만 톤, 메탄올
2천 톤, 기술 생산품 21만 톤)이다.

김엄지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ss.ru/sibir-news/6342649 (2019. 5. 15. 검색)
b) http://www.1sn.ru/227493 (2019. 5.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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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항 푸드허브 계획 발표

그림 1. 로테르담 항 푸드 허브(Food Hub) 입지

출처 : www.porttechnology.org, (2019. 5. 8. 검색)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로테르담의 푸드 허브(Food Hub)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유럽 최대의
농업·원예·수산물 취급 항만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a) b)
- 인구증가와 경제수준 향상으로 2017년 에그로푸드(agrofood) 시장이 1,0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했다.
-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최대 규모이며 연간 수출량은 1,600만 톤
이다.
- 로테르담 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코스타리카 산 감귤류, 바나나, 포도 및 각종 주스 등이
수입되며 중국 등으로 채소류, 양파, 감자, 돼지고기, 가금류 제품, 치즈, 청어 등이 수출된다.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로테르담 항의 푸드 허브 설립을 통해 에그로푸드 물량을 유치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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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허브 입지는 마스블락테(Maasvlakte) 터미널 입구에 위치한 칼란드카날(Calandkannal)
이며 에그로푸드 기업들에게 최적의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a) b)
- 부지 규모는 60헥타르이며 마스블락테의 심해 터미널을 비롯하여 타 정박지와 인접해 있어 접근
성이 매우 높다.
- 그 외에도 바렌드레츠(Barendrecht), 리데르케르크(Ridderkerk), 웨스트랜드(Westland)와 같은
그린포트(Greenport)와도 인접해 있다.
- 신선화물(perishable goods)은 빠른 처리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두에 인접하게 창고를 배치해
냉장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푸드허브는 로테르담항에 위치한 기존 시설들과 함께 에그로푸드 물류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며 2020년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a) b)
- 로테르담의 마스블락테와 엠하펜(Eemhaven)에는 이미 쿨포트(Cool Port)와 대형 저온보관시설
(cold storage warehouse) 등이 마련되어 있다.
- 푸드허브 부지 60헥타르 중 45헥타르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미 약 35헥타르 규모의
부지 할당이 논의되고 있다.
- 토양 조사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와 각종 시설 설치는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7월부터 본격적인 부지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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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_of_rotterdam_unveils_food_hub
(2019. 5. 7. 검색)
b)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port-of-rotterdam/ (2019. 5.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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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항만들, CO2 저장 프로젝트 제안
■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 b) c)
-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초과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IMO 2020규제에 따라 선사들의 LNG 선박 발주가 활발하며 이러한 친환경화에
발맞춰 항만 역시 지속가능한 청정 항만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 대표적인 예로 선박의 정박 시에도 구동되는 보조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절감하기 위해
세계 항만들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의무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한창이다.
-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특별법 중 하나인 항만대기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지정 항만에
AMP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와 PA, 민간 기업들의 AMP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 뿐만 아니라 항만 장비의 전기 동력화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며 Kalmar등의 글로벌 항만 장비
회사는 한발 앞서 해당 장비들을 상용화해 납품하고 있다.

그림 1. 항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출처: https://supremefreight.com/ports-and-shipping-need-to-curb-air-pollution/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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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항만들은 CO2를 포집 및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나섰다. d) e)
-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벨기에 앤트워프 항 등은 CO2를 포집해 운송하고 저장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북해에서 1천만 톤의 CO2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프로젝트의 1단계는 각 항만의 CO2 수송 및 저장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육상 파이프
라인과 해양 파이프라인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 2단계에서는 국경지역에서 각 항만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후 북해에 CO2 저장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저장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3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결정해나
갈 계획이다.
- 앤트워프항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장된 CO2를 전기 분해 후 수소와 결합시켜 지속 가능한 메탄올을
생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메탄올은 현재 항만 업계에서 매년 약 30만 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화석 연료에서 얻고 있다.

그림 2. 앤트워프항의 CO2 활용 계획

출처: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port-of-antwerp-starts-sustainable-methanol-project
(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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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청정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다. f) g)
- 정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의 5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며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 또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CO2 포집 기술 중 최초로 녹색 기술인증1)을 획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초미세먼지 동시 제거 연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민간
에서도 배출가스 포집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 정부, PA, 민간 기업이 친환경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럽의
사례와 같이 범국가적 프로젝트 안에서 체계적인 협업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친환경 산업
경쟁력 둘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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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기술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기술 등 녹색 산업분야 관련 기술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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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빅 항 개발 현황

■ 스웨덴 스톡홀름의 신규 항만인 노르빅(Norvik) 항의 개발 공사가 내년 5월 2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a)

- 현재 세관건물은 완공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건물 및 항만 부두, 도로, 철도 건설이 동시다발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철도의 경우 스톡홀름 항과의 합작을 통해 스톡홀름~뉘네스 함(Nynashamn) 사이를 운행
하는 주요 철도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5월 말 완공 예정이다.
- 노르빅 항은 스톡홀름 남쪽 약 50km, 뉘네스 함 북쪽 2km 지점에 위치한 항만으로 스웨덴과
EU 간 연계성이 높아 스웨덴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노르빅 항 위치

출처 : https://www.portsofstockholm.com/

■ 노르빅항은 스웨덴의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 및 선박 대형화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6
일에 착공 했다. b)
- 스웨덴 소비의 약 50%가 스톡홀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스톡홀름 지역의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 신규 항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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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심해 항만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총 44헥타르, 수심
16.5m, 총 부두길이 1,355m인 노르빅 항 건설을 통해 발틱 해에서 가장 큰 선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노르빅 항은 컨테이너 터미널과 로로(RoRo) 터미널로 이뤄져 있으며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총 32헥타르, 부두길이 800m로 연간 500,000TEU의 처리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 로로 터미널의 경우 총 12헥타르, 부두길이 555m로 연간 200,000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할 예정
이다.
그림 1. 노르빅 항 조감도

출처 : https://www.portsofstockholm.com/

■ 한편, 2018년 기준 스웨덴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만 3천 TEU로 수입이 39.4%(39만
9천 TEU), 수출이 60.6%(61만 4천 TEU) 비중을 차지하였다. c)
- 지난 10년간 연평균 2.7%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는 예테보리 항, 스톡홀름
항 등이 있다.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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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 쉬핑, 페루 찬카이 항 개발 투자협정 체결

■ 중국 COSCO의 자회사 COSCO Shipping Port(CSP)는 페루 찬카이(Chancay) 항
개발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
- 중국 CSP는 지난 5월 13일 페루의 광산기업인 Volcan사와 페루 찬카이 지역에 신규 다목적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페루 Volcan사 자회
사인 Terminal Portuarios Cancay의 총 지분 60%를 약 2.3억 달러에 인수하고, 5천 6백만
달러를 초기 인수금액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 찬카이 항 개발은 중국계 기업의 항만개발계획이 남미지역에서 시행되는 첫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a)

- CSP는 지난 ’19년 1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공식석상에서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찬카이 항 개발사업 투자계획을 공표하며, 자국의 남미지역 신규 항만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최근까지 중국 정부의 항만개발 부문의 일대일로 정책은 유럽, 중동, 지중해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남미지역 진출의 경우 이번 찬카이항 개발협정 체결을 통해 최초로 가시화
되었다.
- ’19년 현재 찬카이 항은 수심 16m에 총 11개 선석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4개 선석의 다목적
터미널 등을 운영 중이다. CSP는 향후 찬카이 항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형인 ‘Triple-E’급의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개발하여 남미 서안 지역의 주요 수출입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한편 찬카이 항 개발 1단계 프로젝트가 우선 시행되며, 동 프로젝트의 개발 총 소요 기간은 약
28개월이고 총 면적 141ha 규모에 개발 자금 약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경한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trumanlee@kmi.re.kr/051-79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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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5. 현재 1만 8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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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