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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2018년 해양경제 규모, GDP의 약 2% 차지
■ 아일랜드 사회경제 해양연구단(Socio-Economic Marine Research Unit; SEMRU)은
최근 지난해 해양경제에 관한 성과를 발표했다.a)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아일랜드의 해양 경제 규모는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로
측정한 직접 경제 기여도가 약 22억 유로로 GDP의 1.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효
과는 3만 4,130명이었다.
- 여기서 아일랜드의 해양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간접 GVA까지 고려하면, 직간접 경제 기여도는
약 42억 유로로 아일랜드 전체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셈이다.
- 아일랜드의 해양 경제는 기존 시장 및 신흥 시장에서 모두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2020년에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 목표와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그림 1. 2018년 아일랜드 해양 경제 규모 및 GDP 기여도 목표

출처: https://www.ouroceanwealth.ie/sites/default/files/Publications/
marine_institute_ocean_economy_in fographic.pdf(2019. 6. 12. 검색)

■ SEMRU는 아일랜드의 해양 경제를 기존 해양 산업과 신흥 해양 산업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a)
- 기존 해양 산업은 해운, 수산, 해양관광, 연안 에너지, 해양 관련 제조업, 해양 소매 서비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 산업 분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산업은 해양 경제 총 매출액의 93%, 총 고용의
94%를 차지한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상위 3개 부문은 해상 운송, 해양 관광 및 수산 분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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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 해양 산업은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 생물 공학 등과 같은 산업 분야로 구성된다. 신흥 해양
산업은 전체 해양 경제 총 매출액의 7%, 총 고용의 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해양 생명
공학 및 바이오 제품 관련 산업은 2016년~2018년 사이 매출액과 GVA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아일랜드 해양 경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자료와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a)
- 이 자료는 해양 경제 활동 성과를 파악하고,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추산하는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해양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아일랜드는 정기적으로 해양 경제 규모를 발표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데이터를 발표해왔다.
- 이처럼 SEMRU에서 정기적으로 추산하여 발표하는 아일랜드의 해양 경제 규모 자료는 아일랜드
정부가 해양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해양 관련 산업이 경제 전반
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2. 2018년 아일랜드 해양 경제 규모

출처: https://www.ouroceanwealth.ie/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arine_institute_o
cean_economy_in fographic.pdf(2019. 6.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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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afloat.ie/marine-environment/marine-science/item/42901-on-course-ireland-socean-economy-to-achieve-2020-target(2019 6.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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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새로운 지식제공 시스템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해양공간관리와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a)
- 해양 자원과 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아젠다가 됨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체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해양자원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인간활동 영향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해양공간계획체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구축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사회경제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정보체계를 다루는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정보체계 관련 문헌 건수

출처: Google Scholar(https://scholar.google.co.kr, 2019. 6. 17. 검색)

■ 국제적 해양과학자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b)
- 유럽과 미국의 해양수산과학자들의 정부간 연구협의체인 대서양해양과학기구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식정보 저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저장소는 해양
생태계와 사회경제활동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경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 SES)과
해양생태계와 문화적 요소를 다루는 문화시스템(Marine and Coastal Cultural Ecosystem
Services: ES)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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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는 사회경제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인류의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저장소다. 즉 사회경제시스템과 해양생태계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에 대한 지식정보를 담고 있는 개방형 저장소로 학생, 연구자, 해양수산 관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 ES는 해양 및 연안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문화적 요소의 혜택에 관한 지식정보를 담고 있다. 레크리
에이션 같은 활동적인 문화서비스부터 영감, 정서 같은 정신적인 요소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
저장소를 통해 지식정보 격차를 파악하고, 장래의 연구방향 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식정보 저장소는 해양공간계획체제의 고도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a) c) d)
-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수산, 해운, 에너지‧자원 개발, 해양레저관광, 해양생태
계보호 등 공간 수요간 갈등조정과 합리적 공간할당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 해양의 물리적 환경이나 생태계 정보로 이루어진 현재의 정보생산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간활동과 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가 인류에게 주는 혜택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즉 해양의 이용개발-생태계의 변화
-인간혜택의 변화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진단‧평가‧예측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
- 2021년까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해역별로 수립할 예정이지만, 계획수립에 활용하는 정보는 사회경
제활동-해양생태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현재 상태(status quo)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간활동의 영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생태계서비스 지식정보 저장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해양공간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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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b) http://mseas.net/new-knowledge-repositories-on-marine-social-ecological-systems/
(2019. 6. 11. 검색)
c)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062900030(2019. 6. 11. 검색)
d) https://news.joins.com/article/23031359(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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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공백 위기와 대응 방안
■ 영국의 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a) b) c)
- 메비지시(Mevagissey)는 영국 남서부 지역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다. 1700년대부터 어업으로 도시가
성장했으며, 한 때는 콘월(Cornwall) 주의 중심도시이기도 했다. 현재 약 5,3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정어리 어업과 낚시 관광업 등이 있다.
- 메비지시는 최근 의료접근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 전체의 보건을 담당하던 지역
보건의(General Practitioner: G.P)가 계약만료를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통보했는데, 새로운 지역보건의가 구해지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지역의 보건의가 되겠다는 의사가 없어 메비지시의 지역보건의 공석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은 어촌 풍경과 시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해시
태그 운동을 통해 지역보건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임스 무스토(James Mustoe) 지방의회
행정관에 따르면, “지역민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10명의 의사로부터 문의를 받았으며,
곧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림 1. 메비지시(Mevagissey) 지역보건의 유치를 위한 주민활동 현장

출처: https://www.facebook.com/CornwallChannel/videos/330634430946098/?v=330634430946098
http://willyoubemygp.co.uk/(2019. 6. 11. 검색)

■ 영국은 지역보건 통계와 보조금으로 어촌에서 나타나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d)
- 영국 국민건강서비스는 의료분야의 지역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보건의 충원률
지수(Targeted Enhanced Recruitment Scheme: TERS)”를 발표한다. 충원률 지수가 낮으면,
그 지역의 지역보건의 결손이 발생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충원이 필요한 지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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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서비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충원률 지수를 조사한 결과 충원률 하위 23개 지역은
대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어촌지역이며, 이 중 16개 지역이 연안･어촌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대부분의 지역 보건의는 농어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원활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 또한, 지역 보건의들의 기피현상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민건강서비스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역 보건의를 자원하는 의사들에게 2만 파운드(한화 약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전반적인 충원률 지수는 2016년 86%에서 2017년 93%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림 2. 영국 지역보건의(GP) 충원율 지수 하위 지역 현황

주: 표시된 지역은 조사 기간(2013~2017년) 중, 1회 이상 하위권을 기록한 지역을 표시
자료: https://www.england.nhs.uk/gp/gpfv/workforce/building-the-general-practice-workforce/
recruitment/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2019. 6. 11. 검색)

■ 전문화된 어촌통계를 발간하여 어촌 주민 중심의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 영국 어촌지역은 도심 지역의 발달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인구유출, 보조금 축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비지시 사례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제도조차 보장 받지 못할 만큼 어촌이 전
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까닭은 TERS를 통하여
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했으며,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젊은 의사
들을 어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촌통계의 전문화와 지표화를 통하여 어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촌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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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참고자료

a) https://www.cornwalls.co.uk/mevagissey(2019. 6. 11. 검색)
b) https://www.nytimes.com/2019/06/06/world/europe/uk-cornwall-gp.html(2019. 6.
11. 검색)
c)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말하며, “일반의”라고도 불린다. 1차 진료를 원하거나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지역보건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d) https://www.england.nhs.uk/gp/gpfv/workforce/building-the-general-practice-work
force/recruitment/(2019. 6.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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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의 레크리에이션 낚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NOAA, 레크리에이션 낚시 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다.a)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19년 낚시 및 보트 주간 행사(National Fishing and Boating
Week 2019)의 하나로 6개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낚시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 기관과 레크리에이션 낚시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은 레크리에이션 낚시의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NOAA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클럽과 기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을 장려하는 등 레크리에이션 낚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NOAA는 지난 3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연방 해양의 지속가능한 레크
리에이션 낚시 및 보트 이용 장려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미국 델라웨어 모터보트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위한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다.b)
- 미국 델라웨어의 천연 자원 및 환경 관리부(Th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trol) 산하의 어류 야생동물국은 늘어나는 모터보트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위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자격증의 요금은 1회당 95달러 정도이며,
이중 80달러는 델라웨어 어업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법안은
지난 2018년 7월에 서명되었으며, 이후 모터보트 번호판 디자인이 진행되었고 현재 모든 레크리
에이션 낚시 애호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 미국 미시간 레크리에이션 낚시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c)
- 미국 미시간의 잭 오말리(Jack O’Malley) 하원의원은 상업적 어업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원위원회에서 공표하였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의 레크리에이션 낚시인
들의 보호 및 상업 어업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시간 레크리에이션
낚시는 23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낚시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강조했다.
- 이 계획은 낚시 장비 추적, 자격증 비용 및 벌칙 갱신과 함께 미시간의 상업용 낚시 법령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 상업용 어업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192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불법 어획 활동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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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육성을 위하여 인공 암초를 건설 중이다.d)
- 호주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개의 인공 암초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다. ShorelandNT Pty Ltd는 8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어획 기회
개선을 위한 암초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올해 후반기 대서양의 다윈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프로젝트의 완전한 수립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역 정부는 레크리에이션 낚시활동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년 동안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이 지역이 어업 종사자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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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sportfishingmag.com/noaa-fisheries-new-plan-increases-angler-enga
gement/(2019. 6. 18. 검색)
b) https://news.delaware.gov/2019/06/14/dnrec-dmv-announce-two-new-delawaresport-fishing-license-plates/(2019. 6. 18. 검색)
c) https://news.pioneergroup.com/manisteenews/2019/06/13/omalley-testifies-on-be
half-of-plan-to-protect-recreational-anglers/(2019. 6. 18. 검색)
d) https://www.miragenews.com/recreational-fishing-boost-artificial-reefs-to-be-inst
alled-later-this-year/(2019. 6.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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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 추진

■ 전 세계 4천여 개의 해수욕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인증 받았다.a)
- 환경교육재단(Found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은 2019년 기준 45개 국가의 4,560개
해수욕장과 마리나, 레저보트 운영업체가 블루 플래그(Blue Flag) 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 블루 플래그는 1985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안전 및 서비스, 환경교육, 수질관리, 환경관리
등 4개 분야와 관련된 29개 평가항목과 137개의 점검항목을 충족하는 해수욕장, 마리나, 레저보트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는 명성을 얻는다.
-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이며,
스페인 전체 해변의 약 20%인 566개 해수욕장이 블루 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스페인은 85년
블루 플래그 인증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32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해 왔다. 스페인 다음으로
그리스,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포르투갈 순이다.

그림 1. 블루 플래그 인증 현황 및 인증 해수욕장 전경

스페인 블루 플래그 인증 현황

세계 블루 플래그 인증 현황

출처: (좌) https://www.spain-holiday.com/Spain/articles/record-breaking-number-of-blue-flag-beaches-in-spain;
(우상) https://news.gtp.gr/2019/05/14/greece-no-2-global-blue-flag-list-515-high-quality-beaches/;
(우하) https://www.blueflag.global/beaches2(2019. 6.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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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지역 리조트들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b)
- 연안지역에 위치한 리조트들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해 산호초 보전 및 복원, 바다거북 보호,
해양환경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 예를 들면 니카라과의 Rancho Santana 리조트는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2013년부터 바다
거북 지킴이 프로젝트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와이의 Surfjack 리조트는 산호초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산호초 백화현상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선크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조트 내에서 스티로폼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몰디브의
Soneva Fushi 리조트는 리조트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기념품, 서핑 보드 등을 제작해
이용하고 있다. 플로리다 Kimpton Angler’s Hotel South Beach 리조트는 마이애미 대학 및 저서
생태 및 산호 복원 연구소와 협력하여 암초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노클링 체험 및
산호초 복원 교육 프로그램에 호텔 투숙객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 리조트에서 운영 중인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바다거북 보호 프로그램

친환경 썬크림 사용 캠페인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lavanyasunkara/2019/06/09/10-coastal-resorts-conserving-our-oceans/
#47d7af1174bb(2019. 6. 16. 검색)

■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c)
- 각국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 및 단체들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그리스 정부는
로도스 섬과 산토리니 섬의 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해수욕장 환경 인증 획득을 통해 환경 관리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해양환경 및 해양 동식물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최근 국내 최초로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이 블루 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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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플래그 인증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이다.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단체도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참고자료

a) https://www.spain-holiday.com/Spain/articles/record-breaking-number-of-blue-flag
-beaches-in-spain(2019. 6. 16. 검색)
b) https://www.forbes.com/sites/lavanyasunkara/2019/06/09/10-coastal-resorts-cons
erving-our-oceans/#1573f45974bb(2019. 6. 16. 검색)
c) http://www.ekathimerini.com/241448/article/ekathimerini/business/program-against
-island-overtourism(2019. 6.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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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통한 생물자원 보전 정책 추진

■ 인도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을 통하여 자국
자원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a) b) c) d)
- 인도는 4만 5,000종의 식물, 8만 9,492종의 동물, 5만 9,353종의 곤충, 2,546종의 어류, 240종의
양서류, 460종의 파충류, 1,232종의 새, 397종의 포유류가 서식하여 세계적으로 12번 째로 많은
생물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12.) 이전에도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Act, 2002)｣과 ｢생물다
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을 제정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였다.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법규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이하 「ABS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법에서 정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인도는 「ABS 지침」에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비율을 0.1%에서 5%까지 세분화함으
로써 자국의 유전자원을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인도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출처: https://absch.cbd.int/countries/IN(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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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에 인도 정부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온라인 신청 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ABS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e) f) g)
- 환경산림기후변화부(State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는 2017년 3월 30일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그 해 4월부터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내･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ABS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전면 실시되었다.
- 그리고 이 법률 시행 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은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ABS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또한, 인도의 주 정부는 생물다양성등록부를 작성하여 지역의 유용한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을 수집하고 있다.h) i) j)
- 인도의 주정부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s)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히마찰 프라데시 주와 타밀나두 주에서는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물다양성등록부(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 PBRs)를 작성함으로써 생물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수집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한 유전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k)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에서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등 필요한 기관을 정해놓고 있는 한편. 국내 유전자원과 해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 하지만 위 법률에 근거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처별로 수집한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인도와 같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로 유용한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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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 해양공간계획 포럼 개최

■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경험교류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플랫폼인 MSP forum
(Marine Spatial Planning forum)이 스페인 비고에서 개최됐다.a) b) c) d)
- 이번 포럼에서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 IOC)와 유럽연합 해양수산총국(DGMARE)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 SDGs) 의 하나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실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지속
가능발전 아젠다(Agenda 2030)’ 와 ‘MSP 추진 공동로드맵(Joint Roadmap for MSP)’을 채택했다.
- 두 기관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과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MSP포럼을 운영
하고 있다.
- MSP 포럼은 MSP 추진 공동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두 차례 MSP 포럼을 개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의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11월에는 라트비아에서 제4회 MSP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림 1.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14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공식 로고
출처: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2019. 6. 14. 검색)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출처: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2019. 6. 14. 검색)

18 |

■ 세계 각국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해양공간계획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a) d)
- 이 포럼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26개국, 100여명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와 관리자,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정부 담당자와 전문
가들의 참석비중이 88%로 높았고, 해양산업 관계자와 MSP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참석했다.
- 제3회 MSP 포럼은 전문가 패널 분과와 워크숍분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패널 분과에서 “해양공
간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해양공간계회의 데이터, 정보, 도구”, “해양공간계획의 초국경 시너지
효과”를 다루었으며, 워크숍에서 “국가 및 초국경 지역의 해양공간계획 이행 모범 사례”, “해양공간
계획을 위한 데이터, 지표, 도구”, “상충 조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2. MSP 포럼 개회식 전경 및 개최계획

1) 2019 MSP 포럼 개회식 전경
출처: 직접촬영(2019. 5. 12. 촬영)
2) 2019 MSP 포럼 개최계획
출처: http://www.mspglobal2030.org/wp-content/uploads/2019/05/MSPforum_Vigo_FinalAgenda.pdf(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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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SP 포럼 진행 모습

1) 2018 MSP 포럼 패널 발표 모습
출처: 직접촬영(2019. 5. 13. 촬영)
2) 2018 MSP 포럼 워크숍 진행 모습 1
출처: 직접촬영(2019. 5. 13. 촬영)
3) 2018 MSP 포럼 워크숍 진행 모습 2
출처: 직접촬영(2019. 5. 13. 촬영)
4) 2018 MSP 포럼 워크숍 진행 후, 제안 내용 발표 모습
출처: 직접촬영(2019. 5. 14. 촬영)

■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a) d)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참여의 중요성이 모든 패널 발표와 워크숍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MSP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스페인 서해안의 대표적 해양도시인 비고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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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SP 포럼 이해관계자 집단 방문

1) 2019 MSP 포럼 수산식품산업(통조림 가공회사) 이해관계자 방문 및 자료 시청
출처: 직접촬영(2019. 5. 14. 촬영)
2) 2019 MSP 포럼 수산식품산업(통조림 가공회사) 이해관계자 방문 및 수산가공식품 시식
출처: 직접촬영(2019. 5. 14. 촬영)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집단은 해양공간계획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였다.
표 1. 2019 MSP 포럼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방문 기관 현황
순번

구분

이해관계자 집단

1

일자리 창출 및 사회분야

대서양 과학기술해양연구원(Polytechnic Maritime Institute of the Atlantic),
일자리창출: SEPI, 해군사회연구원(Navy Social Institute)

2

해양교통수단 및 서비스

비고 해양터미널(TERMAVI), Bouzas Ro-Ro 터미널, 해양구조대

3

조선소

4

연구소 1

스페인 해양학연구소(IEO)

5

연구소 2

스페인 비고대학교, Technological City of Vigo (CITEX VI)

6

해양문화 및 전통

7

수산식품산업

8

어업

9

EU 어업관리국

EU 어업관리국

10

연안 경비대 등

스페인 갈리시아 연안 경비대, 스페인 해양안전청(SASEMAR)

11

민간 경비 수비대

12

관광

13

크루즈 회사

갈리시안 해군 클러스터(ACLUNAGA)

Vigo Pesqueiro, Fundamar
ANFACO-CECOPESCA 클러스터
수산시장, 사육장: López Novoa, 가공 공장: Casa BOTAS, Fernandez
Ibañez

민간 경비대, 조정센터, 컨테이너 검사대
스페인 비고 컨벤션 센터, Nautilus호 탑승 및 보트 시찰
크루즈 터미널

14

양식 산업

COFRADIA ARCADE, COMAR AQUACULTURE

15

재생에너지

INOVA, 스페인 비고대학교, CITEX VI

16

환경

17

생명공학

“Las Islas Atlánticas de Galicia” 국립공원
ECIMAT, CETMAR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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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c) d)
- 거버넌스 또는 협치는 해양공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UNESCO IOC,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개발계획(UND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이다.
- 해양 공간과 자원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용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과적 이행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지, 협력을
전제로 한다.
- 우리나라는 올해 4월 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체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기, 인천, 부산, 경남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법」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검토․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선미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smkim@kmi.re.kr/051-797-4746)

참고자료

a) MSP 포럼에 직접 참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2019. 5. 12.~5. 15. 참석)
b) https://en.unesco.org/mspglobal.(2019. 6. 14. 검색)
c) http://archive.newsletter2go.com/?n2g=yk6t7887-aow93l6q-7cq.(2019. 6. 14. 검색)
d) http://www.mspglobal2030.org/msp-forum/vigo/.(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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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해양의 날, 해양소양 중요성 강조

■ 유럽, 미국 등 선진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양 소양(ocean literacy)을 장래
핵심 해양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a) b) c) d)
- 해양 소양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류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해양
소양 증진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한 ‘유럽
해양의 날(European Maritime Day)’ 행사에서도 해양 소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주관하는 유럽 해양의 날 행사에서 해양
소양은 해양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토대로
인식되었다.

그림 1. 유럽 해양의 날 개회식

출처: (좌) 작성자(2019. 5. 16. 촬영),
(우) https://www.flickr.com/photos/158000933@N05/40942391213/in/album-72157708721099054/(2019. 6.
15. 검색)

- 이를 반영하듯, EC 해양수산총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해양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해양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해양 소양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양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알리는 Sea Change 등 해양 소양증진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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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양과학과 해적 소양의 연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패널 토론

출처: (좌, 우) 작성자(2019. 5. 17. 촬영)

■ 해적 소양 증진에서 해양과학자 등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e) f) g)
- 해적 소양을 증진하는 방법 중 일반 시민의 해양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 해적 소양을 제고하는 여러 모범사례가 소개되었는데, 과학자, 예술가, 선구자적 사상가
들이 설립한 TBA21-Academy는 각종 예술 전시회와 시민참여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적 단체이다.
해적 소양을 다루었던 워크숍에서 TBA21-Academy 원장 마르크스 레이만(Markus Reymann)은
다양한 해양 이슈를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 사례를 소개했다.

그림 3. TBA21-Acedemy의 해양적 소양 전시와 원장 Markus Reymann

출처: (좌, 우) 작성자(2019. 5. 1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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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urfrider Foundation Europe 웹사이트와 지속가능한 관광･연안 커뮤니티 워크숍

출처: (좌) https://surfrider.eu/en/(2019. 6. 16. 검색)
(우) 작성자(2019. 5. 17. 촬영)

-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 등 해양 이슈를 해결하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의 서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Surfrider Foundation은 민간단체의 해양 소양을 수행하는 대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해안관광에 따른 연안지역의 해양 환경 이슈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1990), 호주(1990), 브라질(1993), 일본(1993) 등에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해양 이용수요가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해적 소양은 국내 해양정책과 해양과학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h) i)
- 국내 서핑인구가 2014년~2017년에 5배나 증가(약 20만 명)한 사례는 장래에 연안과 해양에 대한
이용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형태로 다양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 해양 쓰레기･플라스틱, 기후변화, 생태계 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해양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해양 소양은 시민의 해양
인식을 증진하고 참여와 책임 있는 행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해양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해양수산부의 ‘해양교육 5개년 종합로드맵’은 해양적
소양에 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함의하는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 외에도
해양과 인류의 관계,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양과학자들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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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해양과 공중건강(Seas, Oceans & Public Health in Europe :SOPHIE 2020 project)
사업을 수행하는 이어스키 브리튼(Easkey Britton) 박사가 제시한 해양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6개
요소인 ‘경험, 협력,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언어, 해양 소양이 있는 도시(Ocean Literate Cities),
교육의 활용’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해양 소양을 증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채민경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mk.chae@kmi.re.kr/051-797-4730)

참고자료

a) McCauley, V., McHugh, P., Davison, K., & Domegan, C. (2019). Collective intelligen
ce for advancing ocean literacy.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12.
b) https://ec.europa.eu/maritimeaffairs/maritimeday/en/about(2019. 6. 15. 검색)
c) https://www.europeanboatingindustry.eu/images/Documents/For_publications/OceanLiteracy.pdf(2019. 6. 15. 검색)
d) https://www.seachangeproject.eu/(2019. 6. 15. 검색)
e) https://www.tba21.org/#item—tba21_academy—1819(2019. 6. 16. 검색)
f) http://history.surfrider.org/#parttwo(2019. 6. 16. 검색)
g) https://surfrider.eu/en/le-blog/become-ocean-literate/?lang=en/page/18page/18(2019.
6. 16. 검색)
h) KMI 동향분석 Vol. 122(2019. 6. 14. 검색)
i)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16011
(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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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해양 생물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

■ 지구 온난화로 2100년에 어류 등 해양생물량이 최대 17% 줄어들 수 있다.a) b)
-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된
논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2100년에 전 지구 해양생물량은 약 6분의 1(17%)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는 국제 해양생물학자들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연구 결과로, 해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해양 동물 총량은 5%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생물 감소량은 남획이나 오염과 같은
다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의 해양생태계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 전 지구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물량 변화 예측

출처: Lotze, Heike K., et al. "Global ensemble projections reveal trophic amplification
of ocean biomass declines with climate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19): 201900194.

- 이 논문의 공동저자인 윌리엄 쳉(William Cheung)1)은 고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기후 변화가
해수산성화, 용존 산소의 감소를 유발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1) British Columbia 대학의 해양수산연구소(Institute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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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와 연안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a) c) d)
- 빅토리아(Victoria)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줄리아 바움(Julia Baum)은 해양생물 감소에 따른 피해는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연안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후변화는 제한된 해양자원의 이용과 식량안보에 대한 경쟁과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수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안 국가에게 기후변화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잡는
어업과 양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연안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문제는 연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사회경제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개발사업과 정책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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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latimes.com/science/la-sci-climate-change-fewer-fish-20190611-story.html
(2019. 6. 16. 검색)
b) Lotze, Heike K., et al. "Global ensemble projections reveal trophic amplification of ocean
biomass declines with climate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
iences(2019): 201900194.
c) Charles, Anthony. "People, oceans and scale: governance, livelihoods and climate ch
ange adaptation in marine social?ecological systems." Current Opinion in Environme
ntal Sustainability 4.3(2012): 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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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는 육지보다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물종 감소는 육상생물종보다 2배 더 빠르다.a) b) c)
- 지난 4월 말 파리에서 개최한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총회(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IPBES)에서 채택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전지구 평가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에 따르면 생물 종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기후변화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푸른바다거북

출처: Media Release: Nature’s Dangerous Decline ‘Unprecedented’; Species Extinction Rates
‘Accelerating’, https://www.ipbes.net/news/Media-Release-Global-Assessment(2019. 6.
13. 검색)

- 과거에는 생태계별 생리적 민감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Pinsky 교수 등(2019)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체의 내성 한계치인 내열 안전한계(thermal safety margin)가 육지보다 낮아 온난화로 인한
생물 종 감소 속도가 육지에 비해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내열 안전한계 수치가 낮을수록 온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해양생물의 내열
안전한계는 육상생물의 8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온도 증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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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온난한 지역도 생태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해양은 적도 인근 지역, 육지는 중위도 지역의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온 지역의 생물일수록 내열 안전한계가 낮아 온도상승에 대한 내성이 다른 지역
보다 낮다.(그림 2. a.)

그림 2. 위도별 육지 및 해양의 극한기온(a)과 기후변화 시나리오(RCP2.6/8.5)에 따른 위도별 극한기온 예측

출처: Malin L. Pinsky et al. Greater vulnerability to warming of marine versus terrestrial ectotherms, Nature
569: 108-111(2019)

- Pinsky 등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위도별 극한 기온을 예측하고(그림2.b), 육상생물종과 해양
생물종의 최대 내열안전한계를 토대로 해양과 육지 사이에 열 교환이 있을 경우 내열 피난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내열 피난처는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했으나 지금은 환경변화로 인해 소규모로 서식하는 제한된
공간을 의미하는데,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 생물종이 이 피난처로 이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급격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확대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생태계와 생물종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뿐만
아니라 유용생물자원인 수산자원 관리의 토대이다.
- 수산물생산에서 양식생산 비중이 크고, 장기적으로 양식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
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연평균 최저 기온과 해수 온도가 2018년 12월 기준 누년(2008~2017년) 12월
대비 각각 1.2℃,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조사 외에도
고도화된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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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내열 안전한계와 같은 최신의 연구기법 등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수온상승에 따른
해양생물 분포 변화를 고려한 서식지 관리, 적정 양식 생물 선정, 열적 피난처에 대한 관리와 같은
새로운 정책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혜진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dori426@kmi.re.kr/051-79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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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 구매의 향방
■ 동남아시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평가된다.a)
- 구글(Google)과 테마섹(Temasek)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는 약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다고 한다. 그 중 90%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모바일이 전자
상거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라자다(Lazada)로 2019년
1분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에서 1위, 베트남 2위, 인도네시아에서 4위의 이용 실적을
보였다. 아울러 라자다(Lazada)는 모바일 앱 상에 이미지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습관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자다(Lazada) 다음으로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쇼피(Shopee)의 경우 2019년 동분기에
베트남 1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2위, 싱가포르에서 3위의 이용 실적을 보였다. 쇼피
(Shopee) 또한, 국가별 환경 차이에 따른 모바일 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환경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스마트폰(모바일)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인터넷 속도가 점차 빨라
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00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1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 c)
- 알리질라(Alizila)의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인터넷 사용 급증과 중산층 확산 등으로
2020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약 9,940억 달러(한화 약 1,173조 8,10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13억 1,500만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국가 간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3억 900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약 23.5%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 및 스마트폰(모바일)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전체 인터넷 쇼핑 이용자는 증가하여 21억 1,400만
명의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중 45%의 인구인 9억 4,300만 명이 국가 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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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오프라인 기반 백화점, 대형마트의 모바일 플랫폼 진출, 인터넷 쇼핑몰 등이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확장되면서 온라인 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 간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식품류 및 가공품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 있어 전자상거래 활용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전자상거래 선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d) e) f)
-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의향이 높아지면서,
콜드체인 물류도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신선 식품 시장 거래규모는 1,418억 위안(한화 약 24조 1,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하였다. 아울러 2020년까지는 4,700억 위안(한화 약 80조 90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내 온라인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와 같이 간소화된 유통경로를 통한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콜드체인 물류의 발전으로 수산물을 포함한 신석식품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산물 수입 증가세는 연평균 14.9%로 전체 수입
식품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장조사기관 뉴머레이터(Numerator)에 따르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의 편의성 추구는 물론 전자
상거래의 당일배송 시스템으로 신선식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따른 식품류 판매･구매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류 및 가공품을 비롯한 신선식품
시장 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는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 체계를 정비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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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 식품류의 판매･
구매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와 함께 신규 수출 대상국
으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과 식품류 전자상거래의 발전 전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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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장기전 돌입에 따른 수산물 무역환경 변화 예고

■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2019년 6월 들어 그 수위가 더 높아졌다.a)
-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고, 중국은
이에 보복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다.
- 이러한 가운데 2019년 5월 10일, 미국이 기존 3차 대상 품목(5,745개 품목)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국 역시 6월 1일 부로 3차 대상 품목의 관세폭을 5~25%(4단계)로 상향하면서
분쟁의 강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 수산 부문의 경우 2018년은 중국, 2019년은 미국이 보다 탄력적인 관세 대응을 보였다.b)
- 미･중 무역 분쟁을 수산 부문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18년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 보다 탄력적인
관세 대응을 펼쳤다. 미국은 3차 관세부과 시점(2018년 9월 24일)에 접어들어서야 360개 품목의
관세를 10%로 인상시킨 반면, 중국은 1차 관세부과 시점(2018년 7월 6일)부터 222개 수산 품목의
관세를 기존에서 25% 인상시켰다.
- 그러나 4차 관세부과 시점(2019년 5월 10일)에 접어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지난 3차
관세부과 시점 때 부과했던 360개 수산 품목의 관세율을 4차 때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위를
높인 반면, 중국은 이전에 관세를 부과했던 주요 6개 수산 품목(연어, 한천, 조미김, 어분, 식용 소금,
기타 소금)에 한해서만 추가 관세(2019년 6월 1일)를 부과했다.
표 1. 미･중 무역 분쟁 관세 부과 동향(2019년 6월 1일 기준)
구분

미국

중국

일시

세부 내용

일시

세부 내용

1차

‘18. 7. 6

-

‘18. 7. 6

222개 품목(25% 인상)

2차

‘18. 8. 23

-

‘18. 8. 23

1개 품목(25% 인상)

3차

‘18. 9. 24

360개 품목(10% 인상)

‘18. 9. 24

12개 품목(5%, 10% 차등 인상)

4차

‘19. 5. 10

동일 품목(15% 추가 상향)

‘19. 6. 1

6개 기존 품목(25% 추가 인상)

주: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050800류, 051191류, 121221류, 121229류, 130231류, 1604류, 1605류,
230120류, 250100류를 뜻함
출처: 미국 무역부(USTR), 중국 재정부(财政部) 자료를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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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세 부과 품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연어, 상어, 청어, 넙치, 다랑어 등에 관세율을 부과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산 새우, 게, 바닷가재, 연어, 오징어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국의 각 품목별 관세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국가 간의 이전
최혜국 세율(평균적으로 미국의 對중 최혜국 세율: 0%, 중국의 對미 최혜국 세율: 10%) 차이에서
기인한다.
표 2. 미･중 무역 분쟁 주요 관세 품목 동향(2019년 6월 1일 기준)
미국

중국

품목명

개수(HS)

전체

360

평균
관세율(%)
25%

1

연어

15

2

상어

3

구분

평균
관세율(%)
34.0%

품목명

개수(HS)

전체

236

25%

새우

16

34.2%

12

25%

게

10

35.5%

청어

11

25%

바닷가재

9

34.9%

4

넙치

9

25%

연어

8

34.8%

5

다랑어

9

25%

오징어

8

33.9%

6

대구

9

25%

가리비

5

34.4%

7

게

8

25%

굴

5

34.4%

8

바닷가재

8

25%

성게

5

33.9%

9

고등어

7

25%

전복

5

32.5%

10

멸치

7

25%

해삼

5

32.6%

주: 1) 여기서 수산물은 HS Code 03류, 050800류, 051191류, 121221류, 121229류, 130231류, 1604류, 1605류,
230120류, 250100류를 뜻함
2) 기타 어류 및 패류 등 기타류를 제외한 순위임
출처: 미국 무역부(USTR), 중국 재정부(财政部) 자료를 저자 정리

■ 2018년 미･중 수산물 무역, 중국 수입에 변화가 나타났다.b)
-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은 양국 모두 높은 수산물 수요로 인해 평년(2016
~2017년 평균) 대비 각각 10.5%, 45.7% 증가한 232억 달러와 150억 달러 가량의 수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미국의 對중 수입은 평년 대비 12.2% 증가한 29억 달러로 對세계 평균 수입 증가율
(10.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중국의 對미 수입은 평년 대비 3.1% 증가한 14억 달러로,
對세계 평균 수입 증가율(45.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1) 물론, 여기서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경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2019년 1월부터 25% 상향시킬 예정
이었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체들이 사전 물량확보 차원에서 12월 수산물 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2019년
수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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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과 중국의 對상대국별 수산물 수입 동향

미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입

중국의 對미국 수산물 수입

주: 미국은 2018년 9월, 중국은 2018년 7월 수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
출처: GTA 자료를 저자 가공하여 정리함

- 또한, 수산물 관세 부과시점 이후(2018년 7월)로, 중국의 수입국 다변화가 감지되었다2). 2017년
(7월~12월) 대비 2018년(7월~12월) 對미 수입은 감소된 반면, 중국의 수입 국가 수는 늘어나고
러시아, 페루, 캐나다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나는 변화가 관측됐다.
그림 2. 중국의 연간 국가별 수산물 무역 동향(7월~12월)

출처: GTA 자료를 저자 가공하여 정리함

2) 커널밀도함수 추정결과, 중국의 2018년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왜도(1.2↓) 및 첨도(10.1↓)에 있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입국 분포를 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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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미･중 수산물 무역, 중국 수입에 변화가 나타났다.a) b) c)
-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의 탄력적인 관세 대응으로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변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2019년은 미국이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추가로 관세 인상을 하면서 무역 환경 변화의
폭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무역 품목(연어, 바닷가재, 대구, 새우 등)을 수출하는
제3의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연어, 바닷가재, 대구, 새우 등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하다.
- 진행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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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ytimes.com/2019/05/09/us/politics/china-trade-tariffs.html(2019. 6.
4.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5/13/more-bad-news-for-seafood-expe
cted-from-frontline-of-us-china-trade-war/(2019. 6. 4. 검색)
c)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896423.html(2019. 6.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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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으로 양식수산물 중심의 선어 수출 10년 전
대비 급증
■ 일본 양식수산물을 중심으로 대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a) b)
- 2018년 일본의 대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으로 선어 수출량은 전년 대비 67.0% 증가한 790톤이
었으며, 수출금액 또한, 21억 엔으로 60.9% 증가했다. 한편 2018년 대중국으로의 선어 수출 실적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량과 수출금액 모두 각각 14배, 19배 급증한 수치이다.
- 이처럼 중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선어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의 소득향상으로 인한
고급수산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 동안 악화되었던 중일 관계의 개선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수산물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급증했다.

그림 1. 일본의 연도별 대중국으로 선어 수출 추이

주: HS 0302 어류(신선 및 냉동한 것을 중심으로 했으며, HS 0304 필렛 기타는 제외함)를 대상으로 했음
출처: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각 년(2019. 6. 7. 검색)

■ 대중국으로의 선어 수출 증가는 양식산 참다랑어 기여가 컸다.a)
- 한편 중국으로의 선어 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주인공은 바로 양식산 참다랑어로써 2018년 수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53.0% 증가한 329톤이었으며, 수출금액 역시 44.0% 많은 10억 9,440만 엔이었다.
- 이 외에도 가다랑어, 말쥐치의 수출 증가세도 눈에 띄었으며, 전갱이, 고등어, 참돔류, 방어, 갈치
등이 수출되었다. 중국으로 수출 시 선도 유지를 위해 주로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공항은
후쿠오카공항, 관서공항, 나가사키공항 등이다. 한편 선박 수출의 경우 하카다항, 시모노세끼 항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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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으로의 선어 수출,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절반가량 이루어지고 있다.a) c) d)
- 나가사키 현은 중국으로의 선어 수출량의 50%, 수출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 현의
수산물도매업체와 나가사키시장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11월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시작된 이래, 중국의 현지 파트너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일 후쿠오카･나
가사키공항을 통해 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나가사키 현은 일본의 주요 양식 산지로써 참다랑어, 참돔, 방어 등이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자연산․양식산)도 함께 공표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의 중국으로 선어 수출 증가, 국내에서도 횟감용 수출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 중국은 국내 수산물 수출대상국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8년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 줄어든 8만 7,712톤이었다. 일본에서는 중국으로 양식산 중심의 선어
수출이 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주요 양식어류 수출이 줄고 있어 대조적이다.
- 또한, 일본에서는 수출량 절반이 주요 양식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물류비 절감과 선도 유지는
물론 수요자 니즈에 맞춘 고급수산물의 적기적소 공급이 가능하다. 일본 지자체는 직접 수출 장려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백은영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부연구위원
(eybaek@kmi.re.kr/051-797-4503)

참고자료

a)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7-00010000-minatos-bus_all(2019. 5. 29. 검색)
b)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6ec57c04f93f2aaf.html(2019. 6. 7. 검색)
c) https://www.jpfood.jp/ja-jp.html?utm_source=yahoo&utm_medium=cpc&utm_campaign
=B005(2019. 6. 7. 검색)
d) https://www.pref.nagasaki.jp/bunrui/shigoto-sangyo/suisangho/suisan_boueki/366829.
html(2019. 6.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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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수산양식 보도 가장 많아
■ 5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관련 기사 중 양식과 관련된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5월 노동신문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사는 38건이 보도되었으며 이중 양식과 관련한 보도가
15건(3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한동안 50% 이상을 차지했던 어로어업 관련 기사의 비중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변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양관광(6건), 가공유통(5건) 관련기사의 증가가 눈에 띄나, 어로어업 기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산관련 보도가 21건(55.3%)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 2019년 5월 노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 관련 보도 분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
1

15

5

간척
6

해운항만 해양관광
2

6

해양환경.
자원관리

기타

합계

2

1

38

출처: NKnews 모니터를 통해 파악한 노동신문 기사분류를 수치화

■ 해양관광 관련 보도 6건은 모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관한 기사였다.a)
- 북한이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원래 올해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내년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연기되었다.
- 내각 총리 김재룡은 5월 중순 현장을 찾아 건설장에 최우선적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공급할 것을
지시했으며 현재 건설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파견된 돌격대(공사인력)들이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난 6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는 건설 현장에 24시간 교대근무가 진행되는 등 북한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를 연달아 보도하는 한편, 식량증산을
호소했다.b) c) d)
- ‘노동신문’ 5월 3일, 7일, 9일 기사는 “새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건설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침땅을 늘여나가야”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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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월 3일에는 ‘새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이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라고 강조하며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찾아내어 식량 증산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
- 간척지 건설과 함께 강하천 정리, 홍수 피해 농토 복구, 빈 땅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한 많은 곡식을 심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육해운성에서 45톤 컨테이너 기중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e) f) g) h)
- 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는 자체 기술로 45톤 컨테이너 기중기를 개발했으며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 조종, 컨테이너 번호식별 시스템 등 첨단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기사도 2건이 있었다. 북한은 수산자원 보호를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는 어로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조했다.
-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에서 새끼명태 100여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동해의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
에서 고급어종인 대서양연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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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7868853-570818145/김재룡동지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황해제/(2019. 6. 12.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6833239-568765019/새땅을-대대적으로-찾아-경지면적을
-늘이자/(2019. 6.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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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진척/(2019. 6.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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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90여만마리의-새끼명태-방류/(2019. 6. 12. 검색)
h)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8387850-707116157/우리-바다에-보금자리-편-대서
양련어/(2019. 6.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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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WTO에 어업 보조금 보호 제안서 제출

■ 정부 보조금을 통해 확대되는 과잉 어획 능력과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위기는 세계적
현안이 되어 왔다.b)
- 1974년 10% 수준이었던 세계 어업자원의 남획률이 약 33%(2018년 기준)로 증가하였고, 특해
지중해(Mediterranean Sea), 흑해(Black Sea), 태평양 남동부(Southeast Pacific), 대서양 남서부
(Southwest Atlantic)의 지역에서의 남획률은 60%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 UN은 또한, (해양)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고 약 1백 만의 생물･식물종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멸종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고갈 위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 과잉 어획 능력과 남획 등은 수산자원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각 국이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보조금이 연간 14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조금이 과잉 어획 능력과 남획 등을 유인하게 되는 핵심 요소임을 주장해 왔다.

■ 2017년 말 WT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남획 등에 기여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다.b) c)
- 2017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WTO 회원국들은 수산
자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논의과정에서 회원국들은 2020년 각료회의가 재개최될 때까지 과잉 어획 능력과 남획, 그리고
IUU 어업에 기여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다자간 무역협상에 있어 WTO는 세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 및 수산 등의 분야와 관련된 보조금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유일기구로서,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각 국이 지원하는 어업 보조금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제재를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WTO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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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인도는 이러한 정부 보조금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어업 보조금 보호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a)
- WTO가 진행하고 있는 수산분야 정부 보조금 제재와 역행하여, 최근 인도는 자국 내 소규모･토착
어업인에게 어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TO에 어업 보조금 보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인도가 제출한 동 제안서에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은 자국의 관할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에
대해 특정 어업보조금 지급 금지가 면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인도정부는 사실상 연료, 어구, 어선, 및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직업유지가 불가능함을 주장해 왔다.
- 수산분야 정부 보조금 제재와 관련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은 면제 대상국, 아니면 적용
대상국이 될지에 대한 WTO의 결정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동훈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donghun.go@kmi.re.kr/051-79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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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india-submits-new-wto-proposalto-protect-subsidies-for-fishers/article27933589.ece(2019. 6.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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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least-developed-countries(2019. 6.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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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의 영양 균형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구

■ 미국 어린이의 수산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a)
-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중 수산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육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소아과 학회는 수산물은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등 성장 및 신경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풍부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포화 지방을 포함한 기타 동물성 단백질보다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에 좋은 공급원임을 지적했다.

■ 전문가들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 b)
- 식품, 영양 전문가들은 선호하는 음식과 맛이 확립되기 이전에 다양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경험이 평생의 식습관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 경험적 측면에서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다양한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수산물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요리방법을 몰라서’ 혹은
‘특유의 향이 싫어서’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 또한,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영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수산물은 각기 다른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곧 특정 성분만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부모들의 관심과 행동이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c) d)
-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식습관이 가족의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식사, 간식,
도시락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수산물 영양 파트너십(Seafood Nutrition Partnership, SNP)은 스타키스트(Starkist), 트라
이던트(Trident), 범블비(Bumble Bee), 벨라소(Verlasso) 등의 글로벌 수산기업과 함께 어린이
수산물 소비 진흥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LITTLE SEAFOODIES)을 시도했다.
- 캠페인을 통해 간단한 요리법과 시식, 할인 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부모들의 실제 후기를 공유하며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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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중 수산물과 관련한 미디어 광고를 접한 엄마들의 64%가 광고를 보고 아이들의 수산물 섭취를
늘려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
물을 피하거나 아이들은 수산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캠페인(LITTLE SEAFOODIES)에서 제공하는 스타키스트(Starkist) 상품 쿠폰

출처: https://www.seafoodnutrition.org/coupons-for-little-seafoodies/(2019. 5. 31. 검색)

■ 어린이를 위한 수산식품 개발이 필요하다.a) c) d)
- 어린이를 위한 수산식품은 영양 이외에도 어린이가 섭취할 수 있는 크기,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맛과 모양･색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파스타, 리조또, 샌드위치에 수산물을
활용하거나 훈제, 허브, 소스를 활용한 다채로운 맛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바삭한 식감의
핑거 스틱(Finger-stick),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간식, 간편식 등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이유가 안전 문제임을 고려하여 부모의
구매의사를 높이는 방법으로 식품안전 인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실제 구매자인 부모를 공략해 안전과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자인 아이들을 고려한 다양한
크기, 맛, 형태의 수산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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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야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법이 곧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a) b)
-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과 소비재 등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여전히 준비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관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할랄 인증 의무
화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본 개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항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식음료 할랄 인증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가 실시되며, 식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된다.
- 이 때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생산･
공급･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정과정(Halal Product
Processing)을 따라야 한다.
- 루크만 하킴 사이풋딘(Lukman Hakim Saifuddin)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할랄 식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동 정부령이 발효되기를 기다려왔
으며 이는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정부령이 발표됨으로써
할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할랄 인증청(BPJPH), 할랄 인증 업무 실시하다.c)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와 동시에 새로 설립된 할랄 인증청(BPJPH)에서 할랄
인증의 발급이 시작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및 지정 할랄 인증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그 역할이 정부로 이관되어 할랄 인증청의 할랄
인증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의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나, 할랄 인증청의 할랄 인증서는 4년으로 확대되었다.
-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의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
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 인증청의 할랄 인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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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 2018년 31호에 의거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 할랄인증청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해당 해외할랄 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데, 2019년 3월 8일 기준 우리나라(한국할랄 인증원)를 포함한 전
세계 16개의 해외할랄 인증기관이 상호승인협력(교차인증) 신청이 되어 있다.

■ 수산식품 수출 시, 제조과정, 원재료, 첨가물 여하에 주의해야한다.d)
- 하람(haram)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가 있다. 비할랄 제품의 경우 “비할랄(Non-halal)”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 하람이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금지되는 것’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할랄의 반대의
뜻으로 무슬림에게 허용되지 않는 식품이다. 돼지 및 피와 관련된 식품과 부산물, 주류 및 알콜이
함유된 식품, 자비하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육류, 곤충 및 파충류 등은 하람으로 분류되며, 무슬림
에게 금지된 식품을 의미한다.
-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획된 이상 어획자 또는 어획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할랄식품으로 인정되나, 비늘이 없는 어류, 고래, 상어, 거북이, 랍스터, 게 등은 하람으로 분류되고
있어 수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 1.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의 구분
할랄 식품

하람 식품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포도주, 에틸알코올, 화주 등 술과 알코올성 음료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벌꿀

피와 그 부산물
육식동물

생선(민물고기 제외)

민물고기

신선한 야채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개, 고양이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파충류(뱀 등)와 곤충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죽은 동물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
그 밖에 할랄･하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

출처: 한국할랄 인증원(http://www.koreahalal.kr/sub/a1.asp)(2019. 5.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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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할랄 인증 또는 비할랄 제품 표시 의무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정부가 아닌 민간 종교기관이 제품의 할랄
여부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법을 통해 관리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에 있어
할랄과 비할랄의 구분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할랄 인증이 없어도 무슬림 문화권 지역에 식품을 수출할 수는 있으나,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요하게 검토하는 항목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하람 수산물 또는 하람 원료가 추가된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비할랄 제품으로서 기존 할랄
인증과는 무관하게 “비할랄(Non-halal)”의 표시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산
업체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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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인증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스페인 통조림 가공업체, ‘책임 있는 참치 어업’ 인증 제품 출시 예정이다.a) b)
- 스페인 통조림 가공업체 Garavilla와 Sálica에서는 6월, ‘책임 있는 참치 어업(APR)’ 인증을 최초로
보유한 상품인 ISABEL과 CAMPOS를 자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BEL의
경우, 50만개의 제품을 시장에 먼저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6년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에 의해 논의된 APR 인증은, 불법어업으로
생산된 기존의 제품이 아닌 환경 및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 그리고 2019년 5월, 스페인규격인증협회(AENOR)는 어업 작업에 더해 육지에서 행해지는 참치
통조림 생산 및 유통 업체에게도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참치 통조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인증 절차가
완료되었다. 해당 인증은 세계 모든 참치 어업 및 통조림 생산 업체의 요청으로 발부 가능하다.
- APR 인증은 참치 선단이 활동하는 어장에서의 환경 보전 측면과 함께 국제 노동기구가 요구하는
업무조건, 작업환경, 규율준수와 같은 선원의 인권 보호 측면 또한, 보장된다.

그림 1. ISABEL과 CAMPOS 통조림에 부착된 APR 인증

출처: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3069&ndb=1(2019. 6. 7. 검색)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c)
-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해양자원 남획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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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개최한 칭다오 국제 수산물 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업체는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등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인증제
획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 일본에서도 수산물 인증 제품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최대 유통 기업 중 한 곳인 Aeon과
일본 소비자 협동조합(COOP)에서는 자사 수산제품의 MSC 및 ASC 인증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018년 처음으로 국내 완도 전복 생산업체가 ASC 인증을 취득했다.d)
- 국내의 경우, 2018년 완도군 전복 생산업체 ‘청산바다’에서 처음으로 ASC 인증을 획득했다.
- ASC 인증을 받은 완도 전복의 경우, 아시아 최초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5월 중순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장에 ASC 인증 완도 전복을 홍보하여 아시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 한편 완도군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노력과 광어, 해조류 등의 ASC 인증 확대 계획을
밝혔다.

■ 국내 인증제 추가 도입으로 수산업 지속성과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e)
-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7년부터 100만 톤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밀집된 양식장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 어획 및 양식업 지속을 위한 수산업 인증은 국제적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인증제
추가도입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성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해 가야 할 것이다.

김우솔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kws1324@kmi.re.kr/051-79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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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어류 TAC, 작년보다 22% 많은 99만 톤 결정

■ 일본 고등어류 TAC, 지난 어기보다 22% 많은 98만 7천 톤으로 결정되었다.a)
- 지난 6월 4일, 일본 수산정책심의회(자원관리분과회)는 2019년 어기(2019년 7월 ~ 2020년 6월)의
고등어류, 대게, 꽁치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을 최종 승인했다.
- 고등어류(고등어, 망치고등어)의 TAC는 98만 7,000톤으로 2018년 어기 대비 22% 증가한 반면,
대게는 9% 감소한 4,793톤이었다. 그에 비해 꽁치는 5년 연속 동일한 26만 4,000톤으로 결정되
었다(<표 1> 참조).
표 1. 일본의 주요 어종별 TAC(단위: 톤)
계 군

어종

태평양북서부
태평양

동해

ABC

TAC

’19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꽁치

-

26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고등어

6,590,000

망치고등어

680,000

고등어

3,060,000

망치고등어

470,000

727,000
905,000

822,000

745,000

812,000
260,000

동해 A해역

2,800

3,500

3,800

3,700

3,200

2,800

동해 B해역

600

660

590

510

610

600

43

43

43

43

43

43

1,000

1,000

1,000

1,264

1,264

20.1

22.9

26.3

17.3

86.3

북해도서부

대게

도호쿠해
태평양북부

86.3

출처: 일본 수산청(2019. 6. 10. 검색)

■ 고등어는 올해 처음으로 해역별 TAC를 설정했으며, 꽁치는 자원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
자단체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a) b)
- 최종 승인된 일본의 어종별 TAC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고등어류는 최근 태평양계군을 중심으로 자원 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해역별
TAC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태평양해역(태평양계군)의 고등어류 TAC는 72만 7,000톤이며,
동해해역(쓰시마난류계군, 동중국계군)은 26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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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의 TAC 감소는 동해계군의 대게자원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 Acceptable Biological Catch)이
과다 추정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TAC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한편 꽁치는 북태평양 꽁치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꽁치봉수망어업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해 지난 어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우리나라 고등어 TAC, 작년보다 25% 증가한 13만 7,808톤으로 결정되었다.c)
- 우리나라도 2019년 어기(2019년 7월 ~ 2020년 6월)의 TAC를 발표했다. 대상은 8개 어종이며,
총량은 30만 9,327톤으로 지난해 어기보다 15% 증가했다.
- 그 중 고등어 TAC는 작년 어기보다 25% 증가한 13만 7,808톤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난 어기
10만 6,743톤이 어획되어 TAC 소진율이 97.0%에 달하는 등 TAC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자원
재평가를 통해 TAC 물량을 확대하거나, 다음 어기 TAC 물량을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결과이다.
※ 고등어 외 어종별 TAC 물량은 오징어 9만 7,103톤, 전갱이 3만 727톤, 붉은 대게 2만 6,630톤,
키조개 7,437톤, 꽃게 5,789톤, 도루묵 2,821톤, 대게 1,003톤 등임.
-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된 어종별 TAC는 오는 7월 말 열리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전문연구원
(nslee1203@kmi.re.kr/051-79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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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계 중심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실시

■ 일본, ‘서일본지역 가치사슬 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a) b)
- 일본의 나가사키 현에서는 마츠우라 어시장을 중심으로 전갱이, 고등어 등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수산물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주체들이 ‘서일본지역 가치사슬 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원양선망어협은 생산, 마츠우라 어시장 협회는 가공･유통, 큐슈사업연합은 판매 부분을 담당
하고 있다.
- ‘서일본지역 가치사슬 유통협의회’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실증조사
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며,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마츠우라 어시장에 관련 개선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에는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선도 유지와 관련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의 온도를 조사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실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신선도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1. 마츠우라 어시장 2020년 리모델링 이미지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1498(2019. 6. 11. 검색)

| 57

■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 수산물은 산지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적정한 선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 및 상품성이
훼손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선도관리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의 어획･위판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선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어선 어획단계에서부터 선별･포장･상품화가 취약한 상황이며, 수산물 선별작업은 많은 부분이 상온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나무상자가 여전히 선별･위판･유통단계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바닥경매가 실시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산지위판장의 냉장･냉동시설 등 저온유통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유통과정에서 저온차량이 아닌 일반트럭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시장 소매점의 품질･
위생관리 시설은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업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2016년 3월에 제정･시행된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서일본지역 가치사슬 유통협의회’는 업계가 중심이 되어 자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계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유통구조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어획단계에서부터 양륙, 선별, 경매, 진열, 배송 등 유통단계 일련의 과정에서 수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
어진다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선진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영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arry7102@kmi.re.kr/051-79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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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강화를 위한 IMO케이프타운협약 비준 준비
서둘러야
■ IMO 제106차법률위원회, 선원의 유기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다.a) b)
- 지난 2019년 3월 27일-29일 런던에서 열린 IMO법률위원회는 2018년을 기준으로 366건의 유기가
발생되었고, 이는 4886명의 선원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중 175건은 해결되었고, 77건은
지속적으로 분쟁 중이고, 52건은 아직 사건의 해결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이는 상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원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 어선원, 특히 원양어선원의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9년 매년 24,000여명의 수산
업계 노동자들이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영국 비영리단체 해상인권(Human Rights at Sea: HRAS)은 해상에서의 인권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여 해상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다.c)
- 그 내용으로는 첫째, 해상에서의 인권은 육지에서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둘째,
해상에서의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며, 셋째, 인권기준의 악화를 허용하는
어떠한 해상법 규정도 없으며, 넷째, 조약과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모든 인권은 해상에서도 역시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결국 동 선언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해적에 대한 보호, 법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 상선의 경우는 우리 정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비준
하여 선원에게 국제해사노동기준을 적용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적용하여 선박의
기본적인 구조 설비 운항 등 안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어선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어선원
권리보호 및 어선 안전강화에는 일정한 흠결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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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해상 조업 어선

출처: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27-Cape-Town-Agreement-.aspx(2019. 6. 14. 검색)

■ 케이프타운협정, 어선원 안전을 강화하고 IUU어업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이의
비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d) e)
- 케이프타운협정(Cape Town Agreement of 2012)은 공해상에서 운용되는 길이 24미터 이상 또는
총톤수로 계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상업용 어선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규모의 어선 등 주로 영해나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는 국내법상의 안전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게 된다.
- 협정은 어선의 설계, 건조, 장비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 협정을 비준하는 경우 모든 법 규정에 대해 일괄의무를 발생하지는 않고, 다음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즉, 위험한 공간을 줄이고, 소방안전, 구명장비를 구비하며, 적절한 비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어선 수색, 구조, 조난신호 등 모든 관련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록 체약국이라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법 규정을 시행해야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놓았다.
- 협정은 공해상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총합계 3,600척을 보유한 22개국이 비준한 이후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최근 스페인이 케이프타운협정에 가입하여 11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2019년
2월 현재 1,413척의 총합계수를 보이고 있어 절반에 아직 조금 못 미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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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조업과정에서 불법어업만이 아니라 어선원 승선채용, 어선원 노동법적 권리
보장 등 인신매매 방지, 선박의 제반 안전 관리규정 준수 등 모든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IUU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은 동 협정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덕훈 해양수산ODA센터 전문연구원
(bansock@kmi.re.kr/051-79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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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어류 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미세플라스틱

■ 40년 만에 스리랑카의 어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a)
- 2019년 스리랑카 국립수산자원연구원(National Aquatic Resources Agency)은 노르웨이 해양
연구원(Institute of Marine Research)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스리랑카의 어류 자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978년 이후 40년 만에 실시된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어류 자원량은 과거 조사된 어류 자원량보다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8년 실시된 연구에서 스리랑카 해저의 어류자원은 25만 톤에서 35만 톤 사이로
추정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 대비 약 80% 감소한 5만 3천 톤으로 추정되었다.

■ 미세플라스틱이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해양오염과 어류 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a)
- 동 연구는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스리랑카 어류 자원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해역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에 따라 어류 자원량 감소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스리랑카 북서쪽 해역은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기록하여 1978년 대비 약 80% 정도의
어류 자원이 감소한 반면, 비교적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낮은 동쪽 해역은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해역별 오염 수준에 따라 어류 자원량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 스리랑카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어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a)
- 스리랑카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강과 수로를 통해 유입되었으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으로 크기가 줄어든 2차(second category) 미세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역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맹그로브, 산호초, 하구 등의 해양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스리랑카
어류 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스리랑카 해양보호환경청(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은 광범위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어류자원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리랑카 해안의 폴리에틸렌(polythene)을 제거
하고, 국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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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
참여가 필요하다.b)
- 2017년 12월 스리랑카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항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에 참여했다.
-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은 2017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양정상
회의(The Economist World Ocean Summit)” 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케냐, 이탈리아
등 5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운동이 진행 중이나, 아직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으로 둘러싸여 수산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플라스틱 유입
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어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깨끗한 바다(Clean Seas) 캠페인 참여국

출처: https://www.cleanseas.org/tide-turners#governments(2019. 6. 14. 검색)

심성현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shaef@kmi.re.kr/051-79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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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기준 강화 예상

■ 먹거리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a) b) c)
- 항생제는 먹거리 생산이 산업화되면서 사료 효율성을 높이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의 대량 생산 체제(intensive farming system)가 정착됨에 따라,
2030년 가축에 쓰이는 항생제 사용량은 6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먹거리에 쓰이는 항생제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물 내성으로 인한 질병은 연간 최소 70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며, 2050년에는 연간
100만 명까지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b) d) e) f)
-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기후변화, 생사료 사용 문제와 더불어 양식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상 양식의 경우, 육상이나 외해양식보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양식 수산물이 섭취한 항생제의 약 80% 가량이 대･소변으로 배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양식업의 항생제 오남용 관행이 향후 ‘슈퍼버그’와
같은 신종 슈퍼 박테리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양식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organic) 인증을 도입하고 있으나
항생제 사용 기준은 다소 모호한 실정이다.b) g) h) i)
- 축산물의 경우, 대부분 유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무항
생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가축용 항생제
판매량은 43% 감소되었다.
- 이에 반해, 유기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규정은 다소 모호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 양식 수산물 생산 기준은 없으며, 캐나다, EU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도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EU에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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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최근 미국에서는 양식 수산물의 유기 인증 생산 기준(National Organic Program – Organic
Aquaculture Standards)을 마련 중이다. 현재 어분 포함 사료는 유기 생산에 쓰일 수 없는 문제,
품종별 동물복지 기준 설정 문제, 그리고 항생제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다.

■ 유기(organic)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등 생산 기준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b) i)
- 향후 미국에서 항생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기 수산물 인증 기준이 수립 될 경우, 이는 ASC, BAP 등
민간 인증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양식 인증 규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생산 이력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바,
전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의 유기 생산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srmoon@kmi.re.kr/051-79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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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지속가능성 규범 확산에 대응한 소매업계의 행보

■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Sainsbury's), 쿠프(Coop) 등, 불법어업(IUU)･전쟁 노예
방지 등의 헌장에 서명했다.a)
- 영국에서 모든 식료품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
(Sainsbury's) 및 쿠프(Coop)는 슈퍼마켓이 수산물 공급망에 불법 어업 및 인권 유린으로부터 억압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환경 정의 재단(EJF) 투명성 헌장에 최초로 서명했다.
- 헌장의 핵심은 수산물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요한 증거와 함께 그물
에서 판매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면허 목록을 게시하고
선박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을 통해 모든 국가의 접근이 가능하며 불법
어업 및 인권 남용과의 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 소매업체 HEB, 환경방위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과 제휴를 맺었다.b)
-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독립적 소유 소매 업체 중 하나 인 HEB는 업계 전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환경방위기금과 제휴를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따라 HEB는 친환경적인 어장과 어구를 사용한 어류를 유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
하는데 앞장섬과 동시에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을 확대, 통조림과 같은 가공 수산물의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진실성"을 강화하여 해면어업과 양식 수산물 공급망의 인권 유린에 대항할 계획이다.
- 또한, HEB와 이들의 파트너는 환경보호를 위해 고객 및 커뮤니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의
날에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연간 20만 개 이상 나누어 주는 등 환경 친화적인 노력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일본 소매업체 이온(AEON)과 캐나다 메트로(Metro) 등, "지속성" 추진을 가속화하다.c) d)
- 일본 최대 소매업체 중 하나인 이온은 6월 4일부터 전국의 이온과 이온 스타일 등 510개 점포에서
친환경 간이 식기, 장바구니(에코백)을 순차적으로 발매했다. 신상품은 종이와 목재를 사용한 빨대,
컵,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장바구니 등 24종이다.
- 비닐 봉투 무료 배포 중지 매장도 올해 안에 그룹 2,500개 점포로 확대하고 종합 슈퍼, 식품 슈퍼,
약국, 편의점 등에도 확대하며, 이미 미니 스톱의 일부 점포에서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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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퀘벡의 메트로 식료품 체인점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부터 쇼핑객
들이 수산물을 비롯한 각 식품별 카운터에서 직접 포장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환경 중심적 가치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매업계의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다.
-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소매업계 역시 새로운 동력 창출전략으로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에서 선도우위를 점하는 새로운 기업전략을 취해야 할 시점이다.
- 앞선 사례와 같은 글로벌 소매업계의 동참은 수산업의 지속성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아울러 수산업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환경 중심적 가치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매업계의 관련 활동이 확산되는 경향으로, 우리나라 수산
업계와 소매업계 역시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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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수입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
■ 중국, 2000년대부터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a) b)
- 중국은 자국 내 식품의 위생･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자 관련 법률･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
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국가 계획 ‘제11차 5개년계획(2006
∼2010년)’에 포함시켰으며, 2015년에는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인 ‘식품안전법’을 발효
하면서 새로운 위생･안전관리체제 구축에도 나섰다.
- 특히 2018년 중국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새롭게 출범
되어, 법률･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성 관리 감독 체제도 정비하기 시작했다. 관리감독기관의
개혁과 함께 관련 규범성 문건도 새로이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 이 같은 식품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은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关于深化改革加强
食品安全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목표, 기본 원칙과 10대 미션 등을 제시하였다.

■ 식품안전 관리, 강도 높은 강화를 예고한다.a) b)
-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현재 중국의 식품안전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중금속･농수
의약 기준치 초과, 환경오염 심화, 표준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수)산물 및 식품 샘플 검사 품질 합격률 향상(각각 97%, 98% 이상)과
2035년까지 식품안전 영역에서의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 등 두가지 목표를 세웠다.
- 중국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엄(最严, 가장 엄격한)이라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으로, 이는 시장을
감독･관리하면서 가장 엄격한 표준 체계 구축, 가장 엄격한 환경 관리, 그리고 가장 엄격한 처벌과 가장
엄격한 문책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 가장 엄격한 표준 체계 구축의 경우 지금까지 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총 1,260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 제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수 의약,
중금속, 식품 오염물 및 병원균 등의 통용표준 제정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중 하나로는
2020년까지 농･수의 약 잔류량 지표를 국제 기준인 1만 개 정도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안전 강화 10대 미션, 수입식품안전 관리까지 포함한다.a) b)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제시한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미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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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리스크 평가 및 표준의 제･개정이다. 중국 소비자의 식품소비량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식품매개
질병, 식품 중의 유해물질, 식품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강화해 중국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건강 기준치를 설정한다. 또한, 표준 적용 공평성을 위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
식품표준을 보완･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표준 제･개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두 번째 미션은 농수의약 사용량 감소 및 산지 환경 개선이다. 향후 5년 동안 10가지 고(高) 독소 농약
사용 금지와 함께 농･수산물 양식용 약물 사용량 감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 특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국경 지키기를 위한 수입식품 미션’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경영업체,
국내 수입업체 등을 세관의 신용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차별화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적･
효율적인 수입식품 감독, 샘플 검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 신용관리, 리스크 예고, 제품 이력
추적과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도 언급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
거래 직구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밀수의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외에도 보건식품 시장 정비, 우수 품질 식량 프로젝트, 국산 영유아 분유 품질 제고, 학교 식품안전
관리 강화, 우수 식품안전 지역 건설, 요식업체 식품안전 향상 등이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10대 미션에 포함되어 있다.

■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 대응을 위한 수출 수산물 관리 강화와 함께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a) b)
- 2018년 3월 부처 개편 이후 중국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제도 등을 대대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식품 수입(수산물 포함)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경 지키기를 위한 수입식품 미션’을 통해 중국 국내 식품 수입업체와 해외 식품 생산･경
영업체에 대한 신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세관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업체를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신용이 저평가될 경우 향후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 시 통관･검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수입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대비해 대(對)중국 수출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함께 중국
내 식품안전 관련 법률･제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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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및 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운분야 협력적 혁신 필요

■ Lloyd’s List의 Meade 기자는 해운분야에서 CO2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
하고 있다.a)
- 첫째, 향후에 해상운송의 CO2 배출이 비용으로 산입되면, CO2 배출이 많은 원거리 국제무역이 단거리
무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무역전환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해상운송에 따른 CO2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거리 무역상품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적은 CO2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CO2 배출량의 증감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다.
- 둘째, 운항속도의 감속을 통해 CO2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정기선의 경우 현재에도 초대형선 투입과
그에 따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감속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추가적인 감속을 통한
CO2 배출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속이 이루어지면, 보다 신속한 운송을 요구하는 화주
(또는 화물)는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감속운항에 따른 선박
흡수효과로 과잉공급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CO2 배출 감축을 위해 대안 연료의 사용 등 추진기관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추진기관의 혁신에는 관련한 연료공급 인프라의 구축과 선주들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선박 운영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섯째, 산업의 조직적 혁신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주의 해운부분에 대한 관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화주의 CO2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분담이 없이는 종국적으로 선주가 추진하는
CO2 배출 감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화주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참여가 요구된다.
- 여섯째, CO2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화물별로 운송에
따른 CO2 배출 규모가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주와 선주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Meade 기자는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운 사업자의 부상에 따라 해운산업의
지형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
- IT 기술의 발전으로 실화주에 대한 화물 집화가 소수의 트레이딩 플랫폼 기업으로 집중되게 되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화물 OD(Origin-Destination) 전체를 통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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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운기업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만 화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상
운송 구간에 한정된 부가가치 창출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Meade 기자는 산업계 종사자들의 협력적 혁신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c)
- 급변하는 해운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체 공급사슬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해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라는 점에서 모든 관여
주체의 혁신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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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Lloyd’s List, How to decarbonize shipping, 2019. 5. 17.(2019. 6. 11. 검색)
b) Lloyd’s List, How to create value beyond the vessel, 2019. 5. 17.(2019. 6. 11. 검색)
c) Lloyd’s List, How to innovate in shipping, 2019. 5. 17.(2019. 6.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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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선사, SOx 규제 대응을 위한 저유황유 조기확보에 애로
■ 싱가포르에서 선박용 연료유 공급사와 해운선사 사이에 SOx 0.5% 이하의 규제 적합유
조달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a)
- 싱가포르 선박용 연료유 제조업체들은 2020년에 SOx 규제에 대응하는 저유황유 공급량이 총수요
대비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저유황유를 확보할 수 없는 해운선사는 비싼 마린 가스 오일(marine gas oil･MGO)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019년 2분기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는 저유황유 조기 확보를 위해 내년(2020년)분
협상을 시작했다.a)
- 선박 벙커유 시장이 기존 매수자 본위의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 형태로 변화하는 형국이다.
- 싱가포르 석유업계 관계자는 고유황 중유는 석유 정제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반면, 저황유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제품의 중요도가 현격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선박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용 연료유 공급사는 2019년 3분기부터 SOx 0.5%
이하의 연료유 공급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a)
- RIM Intelligence에 따르면 5월 29일 싱가포르항 기준 SOx 0.5% 함유 선박용 연료유 가격은
톤당 550-570달러이며, MGO 가격은 톤당 600-610달러로 톤당 40-60달러의 가격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 2020년 이후 저유황유 초과수요가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서 조기 확보에 힘쓰는 선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저유황유 시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MGO 마이너스 알파, C중유 플러스 알파
등 기존 지표에 연동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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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조달 교섭은 대기업 해운선사 중심이기 때문에 저황유 공급이 부족할 경우 중소형
해운선사는 비싼 MGO를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a)
- 2020년 이후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고유황유를 사용하고 스크러버 미장착 선박은 SOx 0.5% 이하
선박용 연료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미장착 선박들 중 저유황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SOx 0.1%
수준인 MGO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5월 시점에서 저유황유 매매 교섭은 석유 메이저 제조업체와 선사 간에 발생하고 있는데, 석유 메이저
제조업체는 대형선사와 우선 협의를 진행해 중소형 선사의 저유황유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대형선사 위주인 EU 선사들의 저유황유 조기확보가 확대되는 반면 중소형 선사도 다수인 아시아
선사들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편 일본 해운선사(NYK･MOL･K-Line 등) 관계자들은 앞으로 한국･중국･미국이 저황유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장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 그동안 저유황유 확보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선사와 달리 한국･중국 선사는 저유황유 확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국 석유 제조업체들은 저유황유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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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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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9186(2019. 5. 31. 검색)

Drewry, 스크러버에 투자한 선주 긍정적 전망

■ 최근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IMO 환경규제에 따라 스크러버에 투자한 선주가 투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a)
- IMO 환경규제에 따라 선주들은 스크러버를 선택할지, 저유황유(LSFO)를 선택할지에 관해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선주들은 이를 고민하고 있다.
- 첫째는 고유황유 대비 저유황유 가격 프리미엄이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스크러버 장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 강세를 보일 것인가, 둘째는 현재 상당량의 벙커 수요가 저유황유로 대체됨에
따라 벙커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스크러버 장착 선박에 사용되는 고유황유(HSFO) 공급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고유황유 공급에 대해 선주
들의 걱정을 완화하는 전망을 내놓았다.a)
- 고유황유의 상당한 양이 저유황유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유황유에 대한 수요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항만 내 벙커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고유황유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IEA에 따르면, 고유황유의 수요는 2019년 3.5백만 bpd에서 2020년 1.4백만 bpd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0년 저유황유의 공급이 늘면서 고유황유 수요는 1.1백만 bp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2024년 기간 고유황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1.1백만 bpd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IEA에 따르면, 척수로는 2024년 말까지 약 5,000척 이상이 스크로버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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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박연료유 수요

출처: Drewry, Shipowners which gambled on scrubbers may reap rewards, Market Opinion, 30 May
2019.(2019. 6. 9. 검색)

■ 현재 GT기준으로 전세계 선대의 약 11%가 스크러버를 장착했거나 장착할 예정이며, 세계
발주 잔량(oderbook) 선박의 약 1/3이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이다.a)
- 특히 대형선박에 있어 스크러버를 장착했거나 장착할 예정인 선박의 비중이 높은 선종은 탱커선과
벌크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선종이 연료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 탱커선의 경우 VLCC와 Suezmax 선박의 약 20%가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고, 벌크선의 경우 케이프
사이즈(Capesize) 선박의 약 15%가 스크러버 장착 선박이며, 이들 선박에 공급되는 고유황유 공급을
위해 벙커링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고유황유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유황유 대비 저유황유의 가격 프리미엄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초기 2년(2020~2021년)은 스크러버 투자비용을 상쇄할 만큼 저유황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a)
그림 2. 선박연료유 가격(로테르담 기준, $ per tonne)

출처: Drewry, Shipowners which gambled on scrubbers may reap rewards,
Market Opinion, 30 May 2019.(2019.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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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류리(Drewry)는 고유황유 대비 저유황유 가격의 평균 프리미엄을 2020년 톤당 약
240달러로 예상했다.a)
- 이 같은 가격 프리미엄은 저유황유 공급이 점차 늘면서 2023년 톤 당 약 80$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2022년 이후 가격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그 이후에는 스크러버 장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벙커 비용에 있어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연간 절감비용(백만 달러)

출처: Drewry, Shipowners which gambled on scrubbers may reap rewards, Market Opinion, 30 May
2019.(2019. 6. 9. 검색)

■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2020년 스크러버를 장착한 VLCC 선박은 스크러버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non-eco VLCC)에 비해 1일 약 1만 2,500달러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
었다.a)
- 스크러버를 장착한 VLCC 선박의 이 같은 수익 프리미엄(earnings premium)은 2023년까지 1일
약 40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저유황유는 고유황유 대비 가격프리엄은 톤 당 약 75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스크러버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에 비해 이 같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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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LCC 선박의 스크러버 장착시 수익 프리미엄

출처: Drewry, Shipowners which gambled on scrubbers may reap rewards, Market Opinion, 30 May
2019.(2019. 6. 9. 검색)

그림 5.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스크러버 장착 시 수익 프리미엄

출처: Drewry, Shipowners which gambled on scrubbers may reap rewards, Market Opinion, 30 May
2019.(2019.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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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opinion-browser/shipowners-which-ga
mbled-on-scrubbers-may-reap-rewards(2019.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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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wry, 일반화물과 중량물 운송시장 약세 전망

■ 드류리(Drewry)가 최근 내놓은 중량물 운송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9년 프로젝트 증가로
중량화물선 및 다목적 운반선 시장의 운임이 강세를 보이나 내년부터는 세계 무역의 감소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다.a)
- 2020년부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무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브렉시트(Brexit)로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드류리(Drewry) 예측에 따르면, 다목적 운반선(multipurpose vessel: MPV) 수요는 2023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2019년 3.8%, 2020년에는 1.4% 성장이
예상된다.
- 이 같이 2020년 수요 감소는 세계무역의 둔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프로젝트 시장(project market)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유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장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프로젝트 투자가 제약될
것이라고 드류리는 전망했다.
그림 1. 일반화물 운송시장 성장 전망

출처: Drewry, Heavylift shipping outlook clouded by slowing world trade, 15 Apr 2019.(2019.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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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급측면에서 다목적 운반선 시장과 중량화물 운반선은 100톤 SWL(Safe Working
Load) 이하 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이 감소하며 이 같은 추세는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a)
- 한편 100톤 SWL 이상 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은 현재 발주잔량의 영향을 받아 연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다목적 운반선(프로젝트 포함)은 2023년까지 연평균 0.2%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이 분야를 대체하고 있는 분야가 핸디사이즈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으로 이들 선박은 미중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경쟁선으로 투입될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a)
- 단기적으로 다목적 운반선 시장은 경쟁선들의 전통적인 시장이 증가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및 무역의 둔화로 화물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점차 일반화물선 및 프로젝트 화물
시장으로 진입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일반화물선 및 프로젝트 시장의 약세가 예상된다.
그림 2. 다목적 운반선 운임 지수

출처: Drewry, Heavylift shipping outlook clouded by slowing world trade, 15 Apr 2019.(2019. 6. 9. 검색)

김태일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ktizorro@kmi.re.kr/051-79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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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opinion-browser/maritime-researchopinions/heavylift-shipping-outlook-clouded-by-slowing-world-trade(2019.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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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청, 통항료 체계 변경안 발표

■ 파나마운항청은 통항료 체계 변경을 제안했으며 6월 17일부터 7월 15일 까지 30일간 공식적인
협의 기간을 갖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a)
- 파나마운하청 관리자 호르헤 L. 키하노(Jorge L. Quijano)는 통항료 변경을 통해 투명성과 유연성이
증가될 것이며 파나마운하가 경쟁력과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통항료 체계 변경 대상은 건화물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로로선, 탱커선,
케미컬탱커선, LPG선, LNG선,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b)
- 건화물선의 경우 철광석을 수송하는 네오파나막스선박에 부과하는 통항료를 곡물 및 기타 건화물
수송 선박 통항료와 일치시키고 공선으로 통과하는 네오파나막스 벌크선의 요금을 높인다.
- 여객선의 경우 각 여객선이 수송 가능한 최대 승객 인원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요금 산정 기준을 선석이 아닌 승객수로 한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파나마운하 통과 화물량의 증가를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200만TEU~300만TEU 사이의 정기선에 대해 용적 요금을 낮춘 새로운 레밸을
추가하고 300만TEU 이상 증가분에 대해 추가 요금 공제를 해 매력적인 요금을 제공한다.
- 자동차운반선과 로로선의 통항로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안은 네오파나막스선박의 선박
크기와 용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새로운 요금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또한, 파나막
스급 선박에 대한 소폭의 요금 증가와 선박 크기 범주에 따른 미세한 조정을 포함한다.
- 탱커선, 케미컬탱커선, LPG선, LNG선의 경우 통항로 체계는 변경되지 않으나 항로 가치와 더 밀접
하게 일치하도록 요금이 조정된다.
- 소형선박(최소 통항료)과 현지 관광 선박에 대한 통항료는 상향 조정된다.
- 끝으로 파나마운하청은 2017년 공청회에서 고객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부분에 포함
되지 않는 갑판적재 선박에 대한 요금을 검토하고 공컨테이너, 드라이컨테이너 또는 냉장컨테이너에
대해 차별화된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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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4일, 통항료 체계 변경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될 예정
이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에 초청된다.c)
- 파나마운하청은 7월 15일까지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변경 사항들을 통항료 체계 변경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 이후 파나마 국무회의에서는 변경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통항료 체계 변경안의 시행 날짜는
2020년 1월 1일로 계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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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container-mag.com/2019/06/17/panama-canal-unveils-proposal-modify-tolls-structure/
(2019. 6. 17. 검색)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anama-canal-issues-proposal-to-modify-tolls-struct
ure/(2019. 6. 17. 검색)
c)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anama-canal-issues-proposal-to-modify-tolls-struct
ure/(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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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는 스크러버 세정수 처리 지침의 의무화에 대비해야

■ 영국 Rivertrace社, 스크러버 기술 및 세정수 모니터링에 초점 맞춘 백서를 발간하였다.a) b)
- Rivertrace사는 선주가 스크러버 기술을 선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분석과 스크러버에서 발생
되는 세정수에 대해 ‘IMO 세정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지침을 제공했다.
- 최근 개방형 세정기에서 배출되는 세정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로 세척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세정기 사용자는 배출
되는 세정수의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세정수 배출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입증시킬
필요가 있다.
- 특히 스크러버 기술의 경우 IMO 형식승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 개발이 이미 상당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주들이 스크러버를 선택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 1. 선박에 탑재된 스크러버 개념도

출처: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7843/rivertrace-shipowners-need-to-be-informed-of-washwater
-monitoring-equipment/(2019. 6.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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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trace社 IMO 스크러버 세정수의 처리 지침의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a) c)
- 스크러버 세정수 처리 지침이 의무화가 된다면 세정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Rivertrace사는 예상하고 있다.
- 따라서 선주는 미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스크러버 기술과 스크러버 세정수 수질모니터링에 대한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정수 규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내 스크러버 제작사, 세정수 처리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처리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
확보 필요하다.
- 최근 세정수 배출 금지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맞춰 점차적으로 하이브리드나 폐쇄형 시스템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스크러버 제작사는 세정수의 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정부도 IMO 스크러버 세정수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MEPC회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시기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하신영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sy@kmi.re.kr/051-79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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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7843/rivertrace-shipowners-need-to-be
-informed-of-washwater-monitoring-equipment/(2019. 6. 13. 검색)
b) https://gallery.mailchimp.com/23c47d186e35ecf5c32931e92/files/eea0276f-dec4-424a
-92ea-a19e97a2a4f3/To_scrub_or_not_to_scrub_Rivertrace_Whitepaper.pdf?utm_source
=Wake+Media+Master+List&utm_campaign=c7d2b5711f-EMAIL_CAMPAIGN_2017_04_25
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c91fb95122-c7d2b5711f-444233281(2019.
6. 13. 검색)
c) MEPC.259(68) 2015 Guideline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2019. 6.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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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중국 기항은 전년 대비 저조... 베트남 정박 주목

■ 북한 선박의 중국 기항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a)
- 북한 전문 웹사이트 NKnews는 최근 기사에서 2019년 상반기 북한 선박의 중국 기항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중국 룽커우항에는 북한 ‘광명호’와 ‘진흥8호’가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다. 중국
룽커우와 북한의 남포 간 정기항로는 2015년 9월에 개설되었다.
- 룽커우항 외에 다롄,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도 북한 선박의 정기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 선박 추적시스템(Ship Tracker)을 통해 확인한 최근 북한 선박의 히트 맵(Heat Map)

출처: https://www.nknews.org/pro/three-north-korean-ships-head-to-chinese-port-though-overall-ac
tivity-constant/(2019. 6. 13. 검색)

■ 최근 북한 선박이 베트남 하이퐁항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나 정박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
- 지난 5월 말 북한의 ‘신원호’가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하이퐁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정박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북한 선박이 중국, 러시아 외의 국가에 정박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신원호’가 베트남 항만에 기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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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석탄 2만6500t을 싣고 공해상에서 50일 이상 표류하던 ‘동탄호’가 석탄을 베트남에 하역할
것이라고 알려져 석탄의 하역 허용 및 처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 지난 2월 베트남 유조선의 북한 정박과 ‘동탄호’의 베트남 입항, ‘신원호’ 정박 등의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 베트남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림 2. 공해상을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62143005&code=910303(2019. 6.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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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knews.org/pro/three-north-korean-ships-head-to-chinese-port-though
-overall-activity-constant/(2019. 6. 13. 검색)
b) https://www.nknews.org/pro/in-rare-move-north-korean-ship-arrives-in-vietnamese
-port/(2019. 6.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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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Shell, 해운선사 연료 전환 촉진 위해 LNG
연료공급선 신조
■ 에너지 종합업체인 프랑스 Total과 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Shell)이 LNG 연료공
급선을 각각 1척씩 건조하는 신조 상담을 시작했다.a)
- 양사는 해운선사에 벙커링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Total은 탱크 용량 1만 8,600㎥ LNG
연료공급선 1척, Shell은 탱크 용량 1만 2,000㎥형 1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 양사 신조 계획은 선박용 LNG 연료 공급 체제를 정비해 기존 연료유(중유 등)에서 LNG로의 연료
전환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Shell이 선사에 제시하고 있는 신조 LNG 연료공급선 이용 기간은 7년으로, Total 제시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Shell 보다 긴 계약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 해운선사 관계자는 "LNG 연료공급선 선가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짧으면 선사와의
접점이 어렵다. LNG 가격 변동 리스크를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코멘트 하고 있다.
- LNG 연료공급선 인도는 2021-22년 예정이다.

■ Total･Shell은 신조 LNG 연료공급선을 EU 해역을 중심으로 배선할 예정이다.a)
- 영국 Trade Winds에 따르면 Total은 신규 LNG 연료공급선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항에 배선 예정
으로, 프랑스 선사 CMA-CGM 등이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지중해를 운행하는 크루즈
선박 등에도 LNG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 Total은 MOL(Mitsui OSK Lines)로부터 장기 용선하는 전술한 1만 8,600㎥ LNG 연료공급선
1척을 북유럽에서 운항할 계획으로, 지중해에도 동 LNG 연료공급선을 배치해 선사들에게 광범위한
LNG 공급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 Total･Shell 등 주요 석유 생산업체들은 LNG 선박연료유 보급에 적극적이다.a)
- Total은 LNG 연료공급선에 대한 중장기 신조 계획을 수립하고 LNG 연료공급선에 대한 지속적인
선대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 Shell은 LNG 연료공급선 사업에 적극적이며 이미 북유럽에서 LNG 연료공급선을 운항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202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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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계 석유 생산업체들은 LNG 연료공급 선대를 확충해 LNG 연료 수요 고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해상 LNG 벙커링은 해운선사의 LNG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a)
- 선박용 LNG 연료는 독자적 환경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유럽에서 선행적으로 채용되어 왔는데, 그에
따라 LNG 연료공급선의 배선도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9년 이후에는 한국･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LNG 연료공급선의 취항이 예정돼
있다.
-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항에서 LNG 벙커링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면 클린에너지로 여겨지는
LNG로의 연료 전환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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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9239(2019. 6. 3. 검색)

머스크･CMA CGM, 신규 국제회계 기준 IFRS 16 적용한
1분기 실적 발표
■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이 5월 2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1~3월) 추정 실적은 법인세･
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EBITDA)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12억 3,600만 달러(약 1조
2,360억 원)를 기록했다.a)
-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95억 4,000만 달러(약 9조 5,400억 원)이며, 해상수송을
제외한 물류, 터미널 부문의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 사업 부문 중 Maersk Line과 Sealand Maersk 등 ‘컨’과 ‘물류’로 구성되는 Ocean 부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69억 2,900만 달러(약 6조 9,290억 원)를 기록했으며, Ocean 부문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9억 2,700만 달러(약 9,270억 원)를 기록했다.
- 해상운송 취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 감소한 315만 FEU(Forty Foot Equivalent Unit)이며,
연초 화주와의 협상을 통해 인상된 40피트 컨테이너 당 평균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개당 1,903달러를 기록했다.
- 함부르크 수드(Hamburg Sud Line)와의 통합 효과와 머스크 라인 내 조직통합을 통한 합리화 등이
운임 인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Maersk Line은 2019년 1분기부터 해상운송과 더불어 육상을 포함한 복합수송을 제공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 신전략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
이다.
- Maersk Line은 2019년 1분기 부터 국제회계 기준의 신버젼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6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 CMA CGM이 5월 29일 발표한 2019년 1분기(1~3월) 추정 실적은 분기손익이 4,300만
달러(약 43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b)
-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의 손실액 7,700만 달러(약 770억 원)에서 3,400만 달러(약 340억 원)
개선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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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74억 1,000만 달러(약 7조 4,100억 원)를 기록했으며,
매출 증가 원인은 물동량 증가 외 인수한 CIVA Logistics 매출액 1억 7,000만 달러(약 1,700억 원)
등이 포함된 점 등으로 분석된다.
- CIVA Logistics와의 연계를 위해 CMA CGM의 Rodolphe Saade CEO가 2019년 4월 CIVA
Logistics 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한 7억 7,900만 달러(약 7,79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516만TEU, 운항 척수는 3% 늘어난 511척, 컨테
이너 수송 능력은 7% 늘어난 252만TEU를 기록했다.
- CMA CGM은 조직의 합리화, 조선 등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연료 절감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해상 수송로의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연간 최대 15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까지 절감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CMA CGM이 공개한 유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국제회계 기준 신버젼 IFRS 16이
도입･적용됐는데, IFRS 16 도입으로 4억 2,300만 달러(약 4,230억 원). CIVA Logistics 인수로
1억 4,400만 달러(약 1,440억 원) 분기순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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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9192(2019. 5.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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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조선 시장 주역 교체: 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선주에서 그리스 선주로
■ 세계 종합상사의 북유럽 출장 목적이 변경되고 있다.a)
-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덴마크 동북 지역은 북유럽 선주의 집적지로서 세계 주요 조선소들은 북유럽
선주들의 신조 발주를 수주해 왔다.
- 대표적 화주기업으로 평가되는 종합상사는 그동안 북유럽 선주와 상담을 수행하고 선박 신조를 촉진해
왔으며, 종합상사의 수출입 화물은 신조 선박을 통해 운송되어 왔다.
- 종합상사의 노르웨이 등 북유럽 출장시 북유럽 선주와 신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최근
북유럽 출장 목적은 신조 상담 안건이 아닌 LNG 운반선이나 자동운항선의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 2008년 9월말 발생한 금융 위기 이후 컨테이너, 건화물 시황은 악화되었고 신조 발주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a)
- 다수 북유럽 선주, 운항선사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며, 해운 시황 침체로 신조선을 발주하기는
커녕 선주에 정기 용선료 지불도 어렵다는 실정이다.
- 북유럽 선주로부터 발주가 급감하면서 세계 신조선 시장의 주역이었던 북유럽 선주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

■ 해운업계에서 ‘남북 캐치볼(Catchball)’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북유럽 선주가
신조선, 남쪽 그리스 선주는 중고선을 주력으로 취급해 온 것을 의미한다.a)
- 왜 남북 Catchball인가 하면 북유럽 선주의 신조선이 수십년 간의 운항 이후 다시 그리스 선주에게
중고선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동 중고선을 유럽 선사가 다시 용선료를 지불하고 정기용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 Catchball은 상호교환을 의미하는데 북유럽과 그리스 선주들은 서로 선박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 그런데 한축을 맡아온 북유럽 선주의 경영악화로 Catchball이 당분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에는 그리스 선주가 중고선 시장뿐만 아니라 신조선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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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 발주 주체가 기존 북유럽 선주에서 그리스 선주가 되면서 신조선 시장에 변화가 발생
하고 있다.a)
- 용선료 감안시 북유럽 선주는 신조 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cash rich인 그리스 선주는 신조가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신조 발주시 선주가 10%만 자기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선박금융으로 조달하는데,
반면 그리스 선주는 신조 발주 시 일반적으로 조선소에 자기자본 30-40%를 투입한다.
- 자기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비용이 낮아 보다 유연하게 신조선을 발주할 수 있다.
- 그리스 선주의 전략은 건화물 시황이 2-3년 사이에 상승하면 이후 선사와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한
다는 것이다.
- 혹시 시황이 침체해도 매선(賣船)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SLB(Sales & Lease Back) 형태로 용선료를
수취한다는 계획으로 신조선 시장에서 그리스 선주들은 과감한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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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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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09249(2019. 6. 3. 검색)

상하이항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조치 및 성과
■ 2015년 중국 정부가 선박배출통제구역을 지정한 이래 상하이항은 2016년 4월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규제 조치를 조기에 도입 및 강화해왔다.
- 중국 정부는 2015년 12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통한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와 보아하이만 등 3개 지역을 선박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전국 연해 전역 및 내하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1)
- 특히 상하이항은 접안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2016년 4월 1일부터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
규제를 도입했으나, 불과 2년 6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상하이 ECA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규제를 확대 시행했다.

■ 2016년 ECA 시행 이후 상하이항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a) b)
- 연간 약 200만 척의 선박이 상하이항을 이용하는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상하
이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8~10%를 차지하며, 상하이시의 중요한 대기오염원 중 하나이다.
- 상하이시 생태환경국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경우 ECA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전(2015.8~2016.7)에
비해 시행 후(2016.8~2018.7) SOx 평균 농도가 16μg/m3에서 12μg/m3로 25% 줄어들었다.
- 또한, 상하이시 생태환경국이 발표한 「2018년 대기질현황보고」에 따르면 2018년 상하이시의
PM2.5, PM10, SOx, NOx 등 4가지 주요 대기오염원의 연평균 농도가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2년간(매년 1월 ~5월) 상하이 와이가아오챠오 항구의 SOx 평균 농도는 2018년 15μg/m3
에서 2019년 7μg/m3로, 상하이시의 경우에는 SOx 평균 농도가 2018년 13μg/m3에서 2019년
7μg/m3로 각각 53%와 46%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중국 정부의 강화된 ECA 실시방안에 따라 중국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c) d)
- 중국은 2015년 3개 ECA를 지정하여 항행, 정박, 작업 선박(군함, 어선, 레저용 선박 제외)이 배출
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를 마련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ECA 범위와 규제 항목을
보다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1) 국제법상 영해(12해리)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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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ECA 규제에 따라 ECA 지정범위는 하이난(Hainan)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전국 연안 및
내하 지역으로 확대,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규제 항목도 기존의 SOx에서 NOx, 육상전원 및
VOCs 등으로 확대했다.
- 2017년 중국 3개 ECA 내 선박 배출 SOx 및 PM 저감량은 각각 약 6.9만톤과 0.8만톤으로, 전체
ECA 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4%와 11%를 차지했으며, 2019년 선박의 SOx 및 PM
배출량은 2015년 대비 각각 약 60만톤과 7.8만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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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산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동남아 수출 증가

■ 미･중 무역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이다.a)
-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 국의 정상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오는 6월 말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양 국의 무역분쟁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 중국 수입품에
대한 4번째 추과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a)
- 미국은 현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품목별 최대 25%)를 부과하
였으며, 이는 2,500억 달러의 규모이다.
- 다가오는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번째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약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의 무역분쟁의 여파로 미국산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
- PIER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대 중국 미국산 농산물은 전년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감소세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9년 4월까지 미국산 농산물의 전년대비
수출량은 대두 2.9%, 특수작물 0.3%, 종이･펄프류 13.6%, 주정용 곡물(Dry Distillers Grain)
14.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미국의 농산물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항만인 오클랜드(Oakland)항의 경우 2019년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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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렌틸 콩 등 특수 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특수 작물은 주로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되며, 이에 따라 미주-동남아 직기항 정기선
항로 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개설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항만에서 1만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 취항에 한계가 있으며, 동남
아로 수출된 컨테이너가 공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으로 다시 운송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인식된다.
- 결과적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향하는 미국산 수출 농산물은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항만에서 환적 되어 소비지로 향하는 현재의 운송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균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sgchoi@kmi.re.kr/051-797-4699)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regulation-policy/trade-policy/united-states-trade-policy/trumptrade-policy-eroding-us-ag-market-share-china_20190614.html(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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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시마 조선과 DNV-GL 온실가스 저배출 벌크선
설계를 위한 협력 지속적 추진
■ 일본 오시마 조선과 DNV-GL은 온실가스 저배출 벌크선 설계 디자인 “오시마 울트라맥스
2030”를 발표했다.a) b)
- 일본 오시마 조선과 DNV-GL은 2019년 6월 온실가스 저배출 벌크선 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DNV-GL에 따르면 이번 협력으로 이미 에너지효율디자인지수(EEDI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가 50% 감소한 선박 "오시마 울드라맥스 2030(Oshima
Ultramax 2030)"이 개발되었다. 이 디자인은 오슬로의 노르쉬핑 무역박림회(Nor-shipping
trade fair)에서 공개되었다.
- 오시마 울트라맥스 2030은 선도적인 엔진 제조업체인 왈트실라(Wärtsilä)와 협력하여 개발된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EEDI가 동급의 다른 선박보다 50% 가량 낮은 울트라 맥스는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한 벌크선 중의 하나이다.

그림 1. 오시마 울트라맥스 2030 디자인

출처: https://www.dnvgl.com/news/oshima-shipbuilding-and-dnv-gl-sign-strategic-cooperation-149161
(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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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마 울트라맥스 2030은 LNG를 연료로 활용하고, 선체 형상을 최적화하여 추진력을 추가로 발생
시킴으로써, 배출 가스를 최소화하면서 운전 성능을 극대화한다. 또한, 대기 시간과 항만 재항시의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태양 전지 패널과 배터리를 사용하여 항만에서 매우 낮은 배기가스를 방출한다.

■ 일본 오시마 조선과 DNV-GL은 온실가스 저배출 벌크선 개발을 위한 협력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a) b)
- 오시마 조선과 DNV-GL은 2030년까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고, 다른 파트너가 가입하도록 매년
개최하는 공동 산업 프로젝트(JIP)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 될 예정인 IMO 제로 배출 시나리오에
대한 로드맵 개발 및 업데이트를 목표로 한다.
- 히라가에 이치(Hiraga Eiichi) 오시마 조선 회장은 “오시마 조선과 DNV GL은 이미 수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시마 조선에서 DNV GL로 200척의 선박을 인도하거나 건조했으며,
이번 전략적 합의로 향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DNV GL의 영업 및 마케팅 이사 트론드 호드네(Trond Hodne)는 “IMO가 설정한 야심찬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산업계는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선박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저탄소 배출 접근법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저탄소 배출 설계는 동급의 여타 선박에 비해 에너지효율디자인지수(EEDI)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저배출 벌크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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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봉항 일부 시설 확충했으나 유조선 활동은 미미
■ 북한 동북부 선봉항의 일부 시설에 확충 작업이 이뤄졌다.a)
- NK News가 제공한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 동북부에 위치한 선봉항의 일부 시설에 개조
또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선봉항은 정유 공장과의 근접성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전에
러시아 원유를 가공 정제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년 동안 비가동 상태에 있었다.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항만의 남동쪽 끝에 새로운 건물 3개가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특히 중앙에는 화물 취급과 관련 있는 새로운 창고시설들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선봉항 남동쪽 지역 건설 진척 상황

선봉항 지역(2016년)

선봉항 지역(2019년)

출처: https://www.nknews.org/pro/north-korea-upgrades-sonbong-port-facilities-near-rason/(2019. 6. 11. 검색)

그림 2. 선봉항 남쪽 지역 진척 상황

발전소 주변 건축물

승리석유화학단지 남쪽 분홍색 지붕의 건축물

출처: https://www.nknews.org/pro/north-korea-upgrades-sonbong-port-facilities-near-rason/(2019. 6.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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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의 남쪽에 있는 유류 저장 시설에도 변화가 관측됐으며 승리석유화학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송유관 근처에도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석유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화학
단지 남쪽에는 분홍색 지붕의 건물도 들어섰다.

■ 선봉항 인근 터미널 유조선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a)
- 하지만 이러한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에 찍은 인공위선 사진에 따르면, 정련소의 굴뚝에서
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많은 유조선이 터미널 근처에 항시 정박 중이거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유조선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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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nknews.org/pro/north-korea-upgrades-sonbong-port-facilities-near-rason/
(2019. 6. 11. 검색)

칭다오항 전자동화터미널 2주년, 다양한 기술적 혁신 달성

■ 2019년 5월 11일, 칭다오항의 전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QQCTN)이 개장 2주년을 맞았
다.a) b)
- 2017년 5월 11일, 정식 개장된 전자동화터미널(QQCTN)은 지난 2년간 운영을 통해 작업효율 측면
에서 여러 차례 신기록을 갱신했으며,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QQCTN 개장 초기의 안벽크레인 대당 평균 하역작업 효율은 시간 당 26.1박스(Unit)였으나, 같은 해
10월에는 30박스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2018년 4월 21일에는 42.9박스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12월 31일에는 43.2박스로 기록을 갱신했다. 최근 QQCTN의 크레인당 평균 하역작업
효율은 36.1박스 수준이다.
- 또한, 개장 후 2년 간 개통항로는 16개, 작업 선박은 총 1,430척, 처리 물동량은 210만TEU를
상회했으며, 선박 스케줄 정시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칭다오 자동화터미널(QQCTN) 전경

출처: https://mp.weixin.qq.com/s/ed7a3r__zT4zT6kiHIvkgQ(2019. 6. 12. 검색)

■ QQCTN는 운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에는 육측 구역에서의 완전자동화까지 실현했다.b)
- 지난 2년 간 칭다오항의 자동화터미널팀은 운영시스템의 최적화를 거듭해왔으며, 소프트웨어 시스템
누적 업그레이드 80회, 기능 최적화 847항목을 진행했다. 또한, 더블레일하역, 수문차량 스마트관리
등 기능을 추가하고, AGV 경로 스마트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AGV의 장거리 U자 곡선
및 사선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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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지난 2019년 5월 10일에는 야드크레인의 컨테이너 이동 시에도 전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전 세계 항만 최초로 육측 구역의 전자동화 작업을 실현했다.
- 야드크레인이 트럭에 상차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인양할 때,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의 잠금장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컨테이너와 함께 트럭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부분은
자동화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 하지만, 칭다오항은 새로 연구 개발한 컨테이너트럭 CLPS(Chassis Lift Prevention System :
섀시 인양 방지 시스템)의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인식을 실현함으로써 육측
구역의 전자동화 인양 작업을 실현했다.
- 이로써 기존에는 컨테이너 트럭 기사가 야드크레인 앞에서 약 1분간 대기하여 원격 조작실 크레인
조종사의 확인을 기다린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작업 효율이
제고되었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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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항만 간 협력 강화 움직임

■ 파리 기후 협정의 이행과 배기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항만들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a) b)
- 지난 2018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기후 행동 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에서 함부르크, 바르셀로나, 앤트워프,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밴쿠버, 로테르담의 7개 항만이
참여하는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World Ports Climate Action Programme, WPCAP)이
출범하였다.
- WPCAP는 파리 기후 협정을 준수하고 2050년까지 배기가스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한 국제 해사
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 지역과 그에 관계된 공급사슬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다.

■ WPCAP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a) b)
- WPCAP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공급사슬 효율성 향상, 지역 내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
항만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장치 도입, 해상 운송을 위한 저탄소 연료와 전기를 활용한
선박추진시스템의 개발, 탈탄소(decarbonizing) 화물 운송 장비 도입 가속화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로테르담 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사, 연료 업체, 엔진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할 경우 5유로의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중유의 대안으로 LNG의 사용을 권장하여 2018년 중유 판매는 400,000m3 감소한 반면
LNG 판매는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바르셀로나 항은 차세대 LNG 선박 활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대체
연료로서 LNG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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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테르담 항에 정박한 이중 연료(dual-fuel) 유조선

출처: https://www.greenport.com/news101/europe/cooperation-on-climate-action(2019. 6. 4. 검색)

■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항만 간 협력 움직임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a)
- 유럽항만연합(European Sea Ports Organization, ESPO)은 유럽 지역의 다른 항만들도 WPCAP에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항만 이해 관계자들이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WPCAP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항만 간 협력 움직
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skkim@kmi.re.kr/051-79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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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greenport.com/news101/europe/cooperation-on-climate-action(2019. 6.
4. 검색)
b)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leading-port-authorities
-combine-forces-in-climate-action-program(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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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물류창고 오작업 줄이기 위해 물류 로봇 ‘페가수스’
도입
■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a) b) c)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위인 중국의 2018년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2%의 성장한 7조 5,000억 위안(약 1,218조 원)으로 예상됐으며, 2020년까지 20% 내외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해당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
이다.
- 글로벌 통계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년 2조 3,000억
달러에서 ’21년 2배 이상 증가한 4조 8,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아마존은 물류창고의 작업효율 제고를 위해 물류 로봇 ‘페가수스’를 도입했다.d) e)
-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에 따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물류 효율화 경쟁이 치열하며 그 중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아마존은
물류 창고에 새로운 로봇인 ‘페가수스’를 도입했다.
- ‘페가수스’는 기존의 분류 작업을 담당하던 물류 로봇 ‘키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이지만 개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의 로봇보다 오작업률이 50% 낮다.
- 아마존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리:마스(Re:MARS)’ 컨퍼런스에서 이미 ‘페가수스’ 800대를
50개의 로봇 서비스 센터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차세대 ‘키바’로 공개된 ‘샌터스’는 ‘키바’에 비해 부품 수 1/3 수준, 비용 1/2 수준이며
유지관리가 쉽고 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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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마존이 새로 도입한 물류 로봇 ‘페가수스’의 작업 모습

출처: https://www.wired.com/story/amazon-warehouse-robots/(2019. 6. 14. 검색)

■ 우리나라도 물류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f)
- KAIST에서 축적한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한 국내 기업 트위니 사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따라 앞에 가는 카트를 따라 가는 물류기차로봇 ‘나르고’를 개발했다.
- 트위니 사의 ‘나르고’는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며 기존의 물류시장에 추가적인 장치나 물리적인
연결 없이도 작동 가능하다.
- 아쉬운 점은 신기술 개발 후 상용화 단계에서 수요기업을 찾는 동안 기술의 도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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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와 CMA CGM, TradeLens 블록체인 플랫폼 합류

■ MSC와 CMA CGM은 Maersk와 IBM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운송 플랫폼
TradeLens에 합류하였다.a) b) c)
- MSC와 CMA CGM이 TradeLens에 합류하면서 세계 3대 컨테이너 해운사가 모두 플랫폼에 통합
되었다.
- 이에 따라 전 세계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 절반 가까운 데이터를 TradeLens
에서 처리되며 추적할 수 있게 됐다.
- 디지털화는 CMA CGM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초석이며, 개방 표준과 개방형 관리가 가능한 TradeLens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CMA CGM의 IT & transformations 담당 부사장 인 Rajesh Krishnamurthy이 말했다.
- 디지털 협업은 컨테이너 해운 업계의 진화를 위한 열쇠로, TradeLens 플랫폼은 업계에 공급 사슬을
디지털화하고 공통 표준을 중심으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MSC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André Simha이
말했다.

■ TradeLens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선박 공급사슬 생태계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d) e)
- TradeLens는 공급사슬 업계를 변화시키고 화물 운송업체, 항만 및 터미널 운영자, 육상 운송업체,
세관 및 기타 기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TradeLens는 플랫폼에 100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주, 운송업자, 화물 운송
업체, 세관, 항만, 내륙 운송업체 및 기타 업체에 공통 보기 기능을 제공하며 매주 1,000만 건 이상의
개별 배송 이벤트와 수천 건의 문서를 처리하고 있다.
-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전 세계 화물 이동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안전하며 불변인 거래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Maersk에 따르면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개인 정보 및 기밀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가 배송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접근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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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plore an interactive map of the TradeLens port and terminal network

출처: https://www.tradelens.com/ecosystem/(2019. 6. 7. 검색)

권보배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b2kwon@kmi.re.kr/051-797-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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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북미동항의 물동량 동향

■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및 무역 동향에 많은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a)
-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7월 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고질적인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응하여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 수입품 545종(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동등한 340억 달러 규모의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되었다2).
- 이후, 양국 간의 관세율 인상이 거듭되는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황이며(표 1),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세계 경제 및 무역 동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양국은 상호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188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364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2국간 무역액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전체 무역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이다(그림 1).
- 2009년의 리먼쇼크, 2016년의 원자재 가격 저조로 인한 무역 감소를 제외하면 1980년부터 2018년
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1980~2018년)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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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stat(2019. 6. 17. 검색)
2) 2001년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맹한 이후부터 미중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은 문제시 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미국의 경제 손실에 대해 무역안보론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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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일지
일 자

내 용

2018.3.22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

2018.3.23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2018.4.2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2018.4.3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2018.4.4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2018.5.28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2018.6.18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2018.7.6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2018.7.10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2018.8.23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2018.9.24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2018.12.1

미중,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2019.2.24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2019.5.5

트럼프 대통령,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3천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2019.5.10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2019.6.28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개최 예정)에서 협상 예정

출처: 매일경제(2019.5.10.자)에서 발췌(2019. 6. 17. 검색)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발 북미행 북미동항 컨테이너 물동량 동향(국가별 비중
등)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b)
-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발 북미행 북미동항(본고에서는 아시아 18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동서항로로 정의함) 컨테이너 물동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 아시아 18개국이란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대만, 마카오와 아세안 8개국(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남아시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을
말함
- 미중 무역전쟁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중국발 화물의 비중은 2019년 4월 기준 60%로 감소했다.(미중 무역전쟁 이후 최저치는 2019년
3월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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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북미동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3월의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발 미국행 화물의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량은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북미동항 월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2015년 1월~2019년 4월)
(단위 : 천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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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제외)→미국

출처: IHS-Markit PIERS 데이터, KMI 작성(2019. 6. 17. 검색)

■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 인도 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b)
- 베트남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무역량 증가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18개 국가 중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 베트남은 이미 2016년경부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물동량 면에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이다.
- 인도 역시 2018년 들어 비약적인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동량 면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 화물 품목을 살펴보면, 제1위가 가구 및 가재도구, 제2위가
섬유 및 그 제품, 제3위가 일반 전기 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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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개 품목의 경우, 아시아 18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을 살펴보면 증가율은 낮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주력 품목인 가구 및 가재도구, 일반 전기 기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상기 품목은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기존 미국이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던 품목들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 이후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쪽으로 조달처를 시프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이 증가한 3개국의 월별 물동량 추이
(단위 : 천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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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HS-Markit PIERS 데이터, KMI 작성(2019. 6. 17. 검색)

한성일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han@kmi.re.kr/051-797-4781)

참고자료

a)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stat http://stat.kita.net/(2019. 6. 17. 검색)
b) IHS-Markit PIERS 데이터(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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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의 스크러버 탑재는 전세계 선박의 16%에 달해
■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전 세계 컨테이너선선 척수를 기준으로 16%, 선복량을 기준으로
35.7%가 IMO 2020 규제 이행을 7개월 앞둔 5월 말 현재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있다고
밝혔다.a)
- 스크러버를 설치한 8.09백만TEU의 컨테이너선 844척이 발주되었고, 개조할 선박은 590척, 신규
건조는 181척, 인도 및 기존 선박은 73척으로 세분화하였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0.5%로 규제(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즉, IMO Marpol
Annex VI) 규제가 모든 해역의 선박에서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료유 황함유량 한계치는 현재의
3.5%에서 0.5%로 감소하게 된다.
-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IMO 2020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주와 선사들의 대응방안
중 스크러버가 초저유황유(LSFO 또는 MDO)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의 전문가들은 저유황 연료의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스크러버 설치 비용이
1년 전 5~8백만 달러에 비해 대당 3~5백만 달러로 낮아지면서 스크러버 옵션이 선주들에게 더 매
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스크러버의 사용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던 여러 선사들은
그 후 IMO의 새로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세계
12대 컨테이너 선사는 모두 다양한 차원에서 이 옵션을 채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IMO 2020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선주들은 HFO의 가용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b)
- 스크러버를 탑재한 선박 중 극히 일부 선박만이 2020년에 고유황 연료유(HFO)의 안전한 가용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급 체인이 저유황 연료유(LFSO)를 공급하도록 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로이드dml 아시아 지역 자문회사인 더글러스라이트(Douglas Raitt)는 IMO의 0.5% 규제가 발효
되면 최대 2,000~2,500척의 선박들이 스크러버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라이리트(Raitt)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마레포럼(Mare Forum)연설에서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시장
수요의 5%만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연간 약 38백만 톤의 고유황 연료유(HFO)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선주들은 저유황유(LFSO)나 선박용 가스오일(MGO)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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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사업은 공급망 산업이고 해당 산업은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지금 스크러버를
설치했다면 고유황 연료유(HFO)의 가용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저유황 연료유만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의 발언은 엑손모빌(ExxonMobil)이 지난 10월 세이프레이드 해양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유황
연료유(HFO)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전용 공급망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대한 논의"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 디엔비지엘(DNV GL)에 따르면, 3,000개 이상 설치된 스크러버의 80% 이상은 세정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루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c)
- 파비안 콕(Fabian Kock) DNV GL의 인증 책임자는 한 세미나에서 3,000척 이상의 선박과 기존
선박은 IMO 2020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이미 시스템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 또는 설치되는 스크러버 시스템의 총 개수는 2018년 10월 1,850개에서 현재 3,266개로
증가했다.

그림 1. 전세계 스크러버 탑재선박 및 설치유형 현황(2018년도 기준)

출처: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2019. 6. 1. 검색)

- 개방형(루프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이 개방형 루프시스템을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V GL에 따르면 설치 중인 3,266개의 스크러버 시스템 중 80.3%가
개방형 루프 형태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540개, 폐쇄형 루프 타입은 65개, 36개는 어떤 유형이
장착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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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싱가포르, 후자이라, 중국 내 항만과 내륙, 벨기에,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유산 피오르드, 인도 등지에서 2020년 1월 1일 개방형 루프형 스크러버가 금지되었거나 금지될 예정
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선주가 당국의 면제 승인를 받지 않는 한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
하고 세정수 방류를 금지되고 있다.
-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의 금지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벌크선의 경우 1,129대를 설치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은 588척, 케미컬탱커는 470척, 원유운반선은 414척, 크루즈선이
265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연도별 선박의 스크러버 탑재 허가 현황

출처: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2019. 6. 1. 검색)

- 콕(Kock)은 설치 시점과 관련하여 "2019년에 2,083개의 시스템이 장착되거나 하루에 평균 5.8개의
스크러버 변환을 통해 ‘스크러버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설비의 대부분은 1,679대를 차지하는
기존 선박의 개조형태이며, 404개의 시스템이 신규 건조선에 장착되고 있다. 스크러버 설치 시기의
최고 정점은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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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scrubber-uptake-for-containerships-reac
hes-16-of-global-fleet-alphaliner.html(2019. 6. 1. 검색)
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29392.html?highlight=InNjcnViYmVyIg==
(2019. 6. 1. 검색)
c)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29853.html?highlight=InNjcnViYmVyIg
==(2019. 6.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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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규제 대응 위해 대형 컨테이너 선사 중심으로
적합유 교섭 본격화
■ 싱가포르에서 벙커(선박용 연료유)공급사와 해운업체 사이에 황함유량 0.5%의 SOX(황산
화물)규제 적합유 조달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a)
- 2020년부터 시작되는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저유황 원유 공급이 수요의
50%에 불과하여 저유황유를 확보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해운회사는 높은 가격의 선박용 가스오일
(MGO)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해운업체와 주요 컨테이너 선사는 저유황
유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20년 사용량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 벙커는 황산화물(SOX) 규제로 기존의 매수자 시장에서 매도자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기존 벙커의
고유황유는 정유소의 부산물이나, 저유황유는 이제 정유사에서의 중요도가 현격히 높아졌다.
- 싱가포르의 벙커 판매량은 연간 5,000만 톤 규모이나 2020년 개시되는 선박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벙커업자는 올 가을부터 황함유량 0.5% 연료 공급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지 시장에
서는 저유황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하유량 0.5%연료로서는
절반 정도가 스크러버용 고유황유는 약 10%, 나머지는 황함유량 0.1%의 선박용 가스오일(MGO)로
조달하게 된다.
- 2019년 5월 29일 싱가포르의 황함유량 0.5% 연료의 상정가격은 톤당 550-570달러이며, 선박용
가스오일(MGO) 가격은 600-610달러로 40-60달러의 가격 차이가 있다.
- 현시점에서 저유황유의 매매 교섭은 자사제품을 가지고 있는 석유 메이저 등 대기업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우선 대규모 고객의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대형해운선사를 대상으로 먼저 협의하는 듯하다.
- 선사관계자는 "5월의 연휴 직후부터 싱가포르에서 조달 교섭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
면서 저유황유의 공급이 수요의 50% 정도밖에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반신반의하지만, 안정
운항을 기하기 위해 조기 확보에 힘쓰고 있다.
- 가격협상은 저유황유 시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용 가스오일(MGO) -a, C중유 +a 등
기존 지표에 연동되는 가격결정이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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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조달 교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운선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유황유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중소 규모의 해운선사는 비교적 비싼 선박용 가스오일(MGO)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사관계자들은 앞으로 한국, 중국, 미국이 저유황유 공급 협상에
나서면 시장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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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치슨포트, 캐나다의 퀴벡에 대수심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사업자로 선정
■ 허치슨포트(Hutchison Ports)와 캐나다국립철도(CN)는 캐나다 Québec 항만 당국
(QPA)의 프로젝트 로랑티아(Laurentia)로 알려진 새로운 대수심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총사업비는 775백만CAD(575백만 달러)로 동 프로
젝트는 주로 세 개의 기관이 공동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a)
- 허치슨포트의 에릭입 전무이사는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퀘벡 시티는 허치슨 항만의 관문이 될 것이다.
다양한 모드간 대수심항, 중서부 시장공략을 위한 전략적 위치, 현지 당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퀘벡
프로젝트는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전 프로젝트 바우포트 2020(Beauport 2020)으로 알려진 라우렌티아(Laurentia) 컨테이너 터미널
입지를 변경하여 세인트로렌스(Saint Lawrence)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 로랑티아 터미널(Laurentia terminal)은 북아메리카의 주요 내륙 심해 터미널이며, 세인트로렌스
내 유일한 시설로 새로운 세대의 초대형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 터미널은 또한, 직통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에서 이익을 얻으며 연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간을 갖추고
있다.
- 케이피엠지(KPMG)의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건설 단계에서만 경제적 이득으로 500백만
CAD를 창출할 것이며, 연간 평균 1,2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
젝트는 연간 84백만CAD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퀴벡(Québec)에서 500개의 직접 일자리를
포함하여 거의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대수심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현재 캐나다 환경평가원과 함께 환경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허치슨포트(Hutchison Ports)는 퀴벡항만공사(QPA)가 선도적인 국제항만 운영사들을 초청해 프로
젝트에 참여하도록 제안하는 경쟁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 마리오 지라드(Mario Girard) 회장은 "오늘은 허치슨포트 및 캐나다국립철도(CN)와의 합작으로 퀘벡의
경제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성공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 중"이라며
세이트로렌스호가 미국 항만에 대한 추가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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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랑티아 터미널(Laurentia terminal) 개발계획 조감도

출처: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hutchison-ports-inks-deal-to-develop-canadian
-deepwater-container-terminal.html(2019. 6.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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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라이너, 2019년도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
■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2019년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세를 보였으며 2019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 전망치를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a)
-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전 세계 250개 이상의 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1분기 컨테
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6.6%, 2018년 4.7%의 증가율과 비교되는 2.8%의 증가율에 그쳤
다고 밝혔다. 알파라이너는 주간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물동량 증가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예상되는 태평양횡단(transpacific) 물동량의 감소는 전세계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2018년 2.5%의 물동량 증가 전망치는 2017년에 예상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6.7%, 2018년
5.2%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동 보고서에는 중동지역 항만의 물동량이 10.1% 감소하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4.4%와
1.1% 감소하는 등 물동량 감소추세가 지역적으로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동
물동량의 약세는 이란 항만에서 취급되는 컨테이너가 57% 감소하면서 발생했으며, 제벨알리
(Jebel Ali)와 살랄라(Salalalah)의 환적 허브도 각각 9%와 12%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지역은 남아프리카 항만에서 16%의 물동량아 감소했고 오세아니아에서는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베인, 프리맨틀항 등을 중심으로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항만은 4.2%의 물동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북미
항만은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알파라이너는 "중국과 미국간 무
역전쟁의 격화는 앞으로 4분기 동안 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 디피월드(DP World)는 1분기에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로컬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대비
8.8% 감소하여 전세계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체 물동량이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b)
-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디피월드(DP World) 자체 물동량은 3.5백만TEU로 악화된 거시환경과 낮은
이윤율, 화물 손실 등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8.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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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아흐메드 빈 술라임 디피 월드(DP World) 회장은 "아랍에미레이트(UAE)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화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낮은 물동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전 세계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본사를 둔 항만운영사는 17.5백만TEU를 처리해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7.1백만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했다. 미국과 호주도 2.08백만TEU를 처리하여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했다.
- 술탄 빈 술라켐은 "기존에 발표된 바와 같이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전년도 실적과
일부 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인해 2019년 1분기에는 물동량이 더 감소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택된 무역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 제고, 비용 관리, 그리고 절제된 투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중국에서 미국
으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강타했고, 2019년 첫 5개월 동안 미국 항만에 대한 중국의 컨
테이너 수출은 이전과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했다.c)
-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의 4.14백만TEU에 비해 처음 5개월 동안 3.87백만TEU로 감소했다.
올해 5월 미국은 2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미국 상품 60억 달러 리스트에 대한 관세로 보복했다.
- 최근 미국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G20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최소 3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이미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 무역전쟁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8년 46%에서 올해 42%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미국 컨테이너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9년 1~5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9.06백만TEU에서 9.31백만TEU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 중국의 2019년 1~5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12.1%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15대
수출국들은 미국 컨테이너 수입의 합계가 35%에서 39%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5개국의 총
물동량은 3.6백만TEU로 여전히 3.87백만TEU를 기록한 중국보다 적었다.
- 베트남은 미국에 대한 총 수출이 56만 4,420TEU에 달해 30.7%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알파라이너는 "태평양 선사들이 베트남으로부터 늘어난 물량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남베트
남의 카이멥(Cai Mep) 항만의 12개 기항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북베트남 하이퐁(Northern
Vietnam’s Haiphong port) 항만에서 두 차례 직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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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산으로 불법적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고 있다"고 6월 9일 베트남 정부가 주장한 가운데 이러한
증가세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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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26 |

a)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middle-east-africa/29841.html?highlight=In
RyYWRlIHdhciI=l(2019. 6. 13. 검색)
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middle-east-africa/29693.html?highlight=ImR
wIHdvcmxkIg==l(2019. 6. 13. 검색)
c)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china-container-exports-to-us-down6-5-during-january-may-amid-trade-war.htmll(2019. 6. 13. 검색)

북미지역, 항만개발 투자 확대

■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는 항만기반시설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요 항만에 2억 9,270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a)
- 미국의 연안 항만을 통해 화물이동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며, 정부는 연안의 항만 내외부에서 항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수준을 기준으로 자금을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 USDOT는 제안된 프로젝트에서 연방자금의 활용 방안, 비용 및 편익, 기대 효과 및 개발 준비 수준
등을 포함하여 특정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
하여 투자 대상을 선택할 예정이다.
- 총 2억 9,270만 달러의 자금 중 2016년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15개 항만에 9,27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 강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촉진 등의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미국 교통부 장관 Elaine L. Chao씨는 항만의 기반시설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자금 배정은
미국의 해상시스템과 관문항의 기능 강화, 현대화, 시설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캐나다 정부는 국제항로 및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3,54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b)
- 첫 번째 프로젝트는 Halifax 항만의 장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South End Container Terminal과
Fairview Cove Container Terminal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 항만 내 기존 시설에 철로를 추가하고 컨테이너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4개의
신규 RMGC를 추가할 예정인데, 항만당국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터미널 간 철도 수송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도로 교통 혼잡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두 번째 프로젝트는 Halifax 항만의 주요 접근로인 Winsor Street 교차로를 개선 사업이다.
- 항만당국은 이 투자로 건설 단계에서 약 88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캐나다
대내외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국가무역회랑기금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127

- 캐나다 교통부 장관인 Marc Garneau씨는 캐나다 정부가 무역 및 교통 루트 개선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품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인도되고, 경제성장을 촉진
하며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운송 네트워크가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기열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ylee@kmi.re.kr/051-797-4670)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us_government_launches_major_port_investment
(2019. 6. 17.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anadian_port_unveils_huge_expansion_investment
(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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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s와 Loginno, 실시간 컨테이너 정보 제공 위한 협력

■ IoT 기술 기반의 컨테이너 추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a)
- 과거 컨테이너가 해상에 있거나 터미널에서 하역 중에는 컨테이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 상태에 대한 정보 획득 방법도 없었으나 IoT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
컨테이너,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 등이 주목받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태양 전지 패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다양한 센서와 측정
장비가 운용되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선보였다.
- 이는 컨테이너의 실시간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마약과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 범죄 예방 부문에도
큰 역할이 예상된다.
- 게다가 약 2년 동안의 컨테이너 내･외부 상태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할 수 있어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다.

■ Navis는 IoT 기반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운송 가시성을 높일 계획
이다.b)
- Navis는 IoT 및 물류 분야 전문기업인 Loginno와 협력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더 높은 화물 운송 가시성을 달성할 예정이다.
- 현재는 세계 컨테이너의 5%만이 추적 센서가 장착되어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투명성과 가시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 하지만 Navis와 Loginno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화물이 항만과 선박을 포함한 공급망 내에
있다면 화물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화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Navis는 항해사, 터미널 운영사 및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에도 화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모색 중이며 화물의 도착 예정 시간 및 화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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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vis의 화물 위치 및 상태 정보 제공 구상도

출처: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avis_and_loginno_combine_container_tracking_forces#Navis(2019. 6. 4. 검색)

■ 우리나라도 해상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기술 개발에 투자와
지원이 활발하다.c) d)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해당 과제에는 산･학･연이 모두 참여해 과제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부산항만공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운송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중이며 본격 서비스가 시행되면 컨테
이너 부두 간 반출입 대기시간 감소 등 부산항 물류운송의 효율성 및 터미널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물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기술 개발이 활발하지만 정부, 지자체, PA, 민간
(터미널 등)이 함께 모여 보다 더 큰 틀과 청사진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추진해 나간다면 글로벌
항만 경쟁력 제고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참고자료

a) https://recyclinginternational.com/(2019. 6. 5.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2019. 6. 5. 검색)
c) https://www.kimst.re.kr/(2019. 6. 5. 검색)
d) http://www.hdhy.co.kr/(2019. 6.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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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 리튬이온전지 기반 중형 포크리프트 출시 임박
■ Kalmar는 친환경 화물처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해왔다.a)
- Kalmar는 전기동력 화물처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해왔다. 이는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연료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 Kalmar는 1979년 전기동력 포크리프트를 처음으로 출시하였고, 2016년에는 리튬이온전지를 활용한
소형 포크리프트를 개발하였다. 이는 5 ~ 9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이듬해에는 9 ~ 18톤의 화물을 처리 가능한 납축전지 기반의 중형 포크리프트를 개발했다.
- 포크리프트 외에도 전기동력 기반의 컨테이너 핸들러, 터미널 트랙터, 무인운송차량, 야드크레인 등이
출시됐다.

그림 1. Kalmar의 전기동력 소형 포크리프트

출처: https://www.kalmarglobal.com/equipment/forklift-trucks/ecg50-90/(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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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mar는 지난 6월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튬이온전지 기반 중형 포크리프트의
출시 임박을 알렸다.a)
- 해당제품은 2017년 출시된 납축전지 기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 탑재되는 리튬이온전지는 2시간미만의 충전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교대작업 기반의 포크리프트 운영
모델에 적절하다.

■ 국내 물류장비 업체들이 친환경 요인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b)
- 심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성이 보장되지 않는 장비들이 수출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높은
효과를 갖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 이와 동시에, 물류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친환경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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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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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d-medium/(2019. 6. 14. 검색)
b)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04(2019. 6.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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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무역 생태계 확대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트레이드렌즈 참여
■ 블록체인은 정보를 블록화 ‧ 암호화하여 연결하는 정보관리 형태이다.a) b)
- 블록체인은 2008년 암호화폐의 공공거래 원장(ledger)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됐다.
- 블록체인은 피어투피어(peer-to-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블록화한 정보는 관련된 다른
정보 블록과 사슬 형태로 연결된다. 이 때, 정보의 위 ‧ 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해시를 활용한다.
- 블록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선, 그 블록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블록의 정보 변경이 필요하다.
즉, 타 정보 블록들과 연관된 다른 주체들의 동의 없이는 정보수정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블록
체인은 참여자의 합의가 없이는 정보변경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블록체인 예시

출처: https://www.guru99.com/blockchain-tutorial.html(2019. 6. 14. 검색)

■ IBM과 머스크는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 해운 솔루션 ｢트레이드렌즈｣를 개발했다.c)
- 트레이드렌즈는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이다.
- 이는 컨테이너 물류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해운 회사, 포워더, 세관, 항만공사 등)을
연결하고,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 트레이드렌즈는 매주 수천만 개의 문서를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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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레이드렌즈의 솔루션 아키택처

출처: https://docs.tradelens.com/learn/tradelens_overview/(2019. 6. 14. 검색)

■ 러시아 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머스크와의 MOU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트레이
드렌즈 생태계에 참여토록 했다.c)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발틱해에 위치한 항만도시로, 러시아의 주요 관문이다.
- 러시아 교통부와 머스크가 체결한 MOU에 따르면, 트레이드렌즈 솔루션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시범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트레이드렌즈 참여를 통해, 종이 문서의 전자화 및 계약 절차의 가시화를 달성할 것으로 러시아 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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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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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

■ 베트남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공급망이 변화하면서 최대 수혜자로 등극했다.a) b)
- 최근 일본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생산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베트남
경제가 거의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2대 경제국의 수입업자들이 증가하는 관세 지불을 피하면서 1년간 이어져온 무역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것이다.
-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는 GDP가 2.1% 증가한 대만이었으며, 그 뒤로 칠레
(1.5%), 말레이시아(1.3%), 아르헨티나(1.2%), 싱가포르(0.7%), 태국(0.5%), 필리핀(0.1%) 등이
따랐다.

■ 미-중 무역 전쟁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b) c)
- 세계 2대 경제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차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이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국가로 수입 및 투자 등을 전환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경제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베트남과 대만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제조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투자를 전환함에 따라 베트남의 해외자본 신규 프로젝트 수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베트남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 피해를 보는 여러 상품의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예로 중국은 미국의 최대 목재 제품 수출 국가인데 해당 품목이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 중국보다 3위정도 뒤쳐져 있는 베트남은 향후 목재 제품에 있어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무역 전쟁은 베트남에게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c)
- 다량의 베트남 제품이 중국 가치사슬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여러 상품군의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성장 기회 역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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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중국을 대체할 투자 국가로써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 또한, 베트남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c)
-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은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은 이미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및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 이는 베트남이 대안 시장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현재 베트남의 공급
망은 미흡한데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지원 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 무역 장벽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가올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은 이러한 장애물을
최소화 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수용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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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vietnam-biggest-winner-from-first-year-of-the
-us-china-trade-war-as-supply-chains-shift-report-shows/(2019. 6. 11. 검색)
b) https://theaseanpost.com/article/vietnam-biggest-winner-us-china-trade-war(2019. 6. 11. 검색)
c) https://www.amchamvietnam.com/us-china-trade-war-to-help-or-hurt-vietnams-eco
nomy/(2019. 6. 11. 검색)

카자흐스탄, 경제자유지역 제도를 통해 물동량 창출 시도

■ 카자흐스탄 산업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의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장관은 지난 5월 21일 정부회의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자국 내 경제특구에서 총 31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a)
- 그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 예정된 프로젝트는 총 147개로 2021년까지 총 5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 올해 총 3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4억 2,200만 달러가 투입됐다.
-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외 일반산업지역 내에서도 17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약 1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 로만 스클랴르 장관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3개의 프로젝트가 경제자유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중 46개 프로젝트는 외국 투자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b)
- 경제자유지역 조성을 통해 1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세금환급액 규모는 4억 달러 수준
이었다.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의 아세트 마가우오프(Aset Magauov)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진행된 아트라우(Atyrau) 석유화학 기술단지(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park) 국가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중-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호르고스(Khorgos) 경제특구와 같이 카자흐
스탄 경제자유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c)

d)

-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자국 내 경제자유지역에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및 수출 지향적 성격의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라고 설명했다.
-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수출규모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물동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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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호르고스를 통한 중국향 물동량 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연안의 악따우 항만 경제자유지역을
통한 유럽향 물동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특구지역

출처: Ministry of Industry and New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2019. 6. 3. 검색)

김엄지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051-797-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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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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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그단스크항 성장세 확대

■ 그단스크(Gdansk) 항만 인프라 담당 부사장은 Railfreight Summit 2019에서 유럽 중부
및 동부지역 GDP가 2030년 까지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단스크항만이 이 지역의
대표 항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a)
- 그단스크 항만은 배후에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드를 두고 있으며 현재 벨로
루시와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직통 철도 연결을 준비 중에 있다. 2018년 그단스크 항만의 총화물량
은 5천만톤으로 2030년에는 현행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뉴실크로드 정책 및
브렉시트에 의해 그단스크 항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단스크항과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 개통으로 경쟁항만 대비 15% 이상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 처리에도 이점을 가지게 되어 물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만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림 1. 그단스크 화물 처리량 예측치

출처: https://www.railfreight.com/intermodal/2019/05/28/fast-growing-port-of-gdansk-wants-to-double- volumes
-by-2030/?gdpr=accept(2019. 5.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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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21일, PSA 그룹은 폴란드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인 DCT Gdansk
인수를 완료했다.b)
- DCT 그단스크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컨테이너 항만 중 하나이며, 2만 3,000TEU
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발트해 유일의 터미널이다. 컨테이너 화물량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작년에 190만TEU를 처리했다. 터미널 안벽은 1,306미터이며 안벽수심은 17미터 수준이다.
내년까지 터미널 확장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터미널 확장이 완료되면 발틱해에서 DCT터미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폴란드 최대 항만 그단스크와 유럽최대 항만 로테르담 항만이 운송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
했다.c)
- 세계최대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행사 중 하나인 Transport Logistics에서 두 항만은 로테르담과
그단스크 항만의 화물 이동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운송플랫폼 활용에 합의했다. 스마트솔루션
Navigate를 통해 먼저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화물 운송을 위한
최단 경로와 최저비용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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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독일 브레멘에 물류창고 건설
그림 1. 브레멘에 건설될 아마존 물류창고 조감도

출처: www.porttechnology.org,(2019. 6. 4. 검색)

■ 부동산 그룹인 굿맨(Goodman)은 독일 브레멘(Bremen)에 신규 아마존(Amazon) 물류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a) b)
- 굿맨은 2006년부터 유럽 등지에 아마존 물류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브레멘에 건설되는 물류
센터는 14번째이다.
- 라이프치히(Leipzig)를 시작으로 퀼른(Cologne), 뒤스부르크(Duisburg), 함부르크(Hamburg) 등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아마존 물류센터를 건설했다.

■ 신규 건설되는 물류센터는 20년간 축적된 물류 지식 및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a) b)
- 물류센터의 면적은 12,500㎡이며 브레멘 화물단지 내 38,000㎡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 물류센터 건물 이외에 277대의 아마존 전용 배달차량(van)이 주차할 수 있는 다층(multi-story)의
주차시설도 건설될 예정이다.
- 브레멘 지역은 교통 허브로서 철도, 도로 등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물류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분류･선별･포장해 배송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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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물류센터 건설 사업은 올 가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의 배송
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a) b)
-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130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며 277대의 배달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배송
기사 4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신정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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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 실행

■ 로테르담항만공사는 최근 물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국과 철도 운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a)
- 지난 5월 로테르담항만공사는 중국 청두 국제 철도 항만 투자그룹(Chengdu International Railway
Port Investment & Development Group)과 철도 운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현재 로테르담항은 250개 이상의 국제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 중국과의 직통 열차 노선은
‘Chengdu-Tilburg-Rotterdam-Express’가 운영 중에 있다.
- 중국 청두에서 카자흐스탄과 모스크바를 거쳐 로테르담항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주 3회 운영 중이며
약 1만 2,000km를 운행하는데 15일이 소요된다.
- ‘Chengdu-Tilburg-Rotterdam-Express’는 2016년 6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점차 주간 운항 횟수를
확대해왔다.
- 해당 MOU는 지난 3년간 성공적인 화물 운송을 축하 하고 북미, 영국, 스칸디나비아 및 발틱해
지역까지 수송 연장을 통한 화물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유럽향 화물 적재량은 매우 높은 편이나,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가는 아시아향 화물 적재량은 여전히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 해당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화물 불균형을
줄이고자 한다.

■ 그리고 항만공사는 디지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Navigate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확대를 도모했다.b)
- Navigate는 수출입업자에게 최적의 운송 루트 및 항만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으로 로테르담항만공사가 2017년에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 전 세계 550개 항만에 대해서 선택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운송 루트를
제공한다.
-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 및 내륙을 통한 연계 운송 루트 정보까지 제공하여 사용자 본인의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최근 폴란드의 그단스크항, 오만의 소하르항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서 2개의 대륙
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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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항만공사는 더 많은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여 물류 공급자에 의존하는 수출입업자에게 편리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로테르담항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계획이다.

■ 또한,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24(Hyper-Smart Container 24)’를 출범시켰다.c)
-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24’는 컨테이너 본체에 부착된 일련의 센서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컨테이너의
진동, 위치, 대기 오염 상태, 습도, 온도 등과 같은 데이터를 운송 중에 수집할 수 있다.
- 또한,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컨테이너 운송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도
측정할 계획이다.
- 수집된 데이터는 운송과 물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로테르담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프로젝트는 로테르담항만공사를 비롯하여 IBM, Cisco, Esri, Axians, Intel, HyET Solar,
Van Donge & de Roo, Awake.ai, Betta Batteries, Simwave, Advanced Mobility Services,
Kalmar and Shipping Technology 등이 참여하여 향후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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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컨테이너 수출물동량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전년대비 6.5% 급감
■ ’19년 5월 미국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중국도 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 보복하였다.a)
- ’19년 6월말에 개최 예정인 G20 회의에서 양국간의 관세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최소 3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은 이미 지난 ’18년에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류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5월 대미 컨테이너 누적 수출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b)
- ’19년 5월 누적기준 중국의 대미 컨테이너 수출물동량은 전년도의 414만TEU에서 387만TEU로
27만TEU 감소했다.
- 반면 미국의 컨테이너 누적 수입물동량은(’19년 5월 기준) 중국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하여 전년 대비 2.8% 증가한 931만TEU를 기록했다.

■ 양 국 간의 무역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제1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역비중은 감소하였다.c)
- 미국의 수입컨테이너물동량 중 중국의 비중은 46%(’18년)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된 ’19년도는
42%로 감소했다.
-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상위 15개 국가들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12.1%
(’19년 5월 누적기준) 증가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수출물동량이 15개국 수출 물동량의 합계(360만TEU)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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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베트남의 대미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30.7%로 증가한 56만
4,000TEU를 기록하였다.d)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베트남은 대미 컨테이너 직기항 서비스가 추가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베트남의 대미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 급증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베트남산으로 표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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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sia/china-container-exports-to-us-down6-5-during-january-may-amid-trade-war.html(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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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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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