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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각국의 환경 및 관광자원 보전노력이 활발하다.a) b) c)
-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섬 복구를 위해 250억 페소(한화 약 5,722억 5천만 원)를 투입할 계획이
라고 발표했다. 2018년 4월 필리핀 정부는 관광객 과밀화로 인한 보라카이섬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보라카이섬에 대한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 6개월 후인 10월 26일 보라카이섬
방문을 재개하면서 일일 방문객 수를 1만 9,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Action Plan)은 4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관광객과
호텔 숙박에 대한 규제, 둘째, 하수도 인프라와 폐기물 관리, 셋째, 생태계의 재생과 회복, 넷째,
도로와 공중 보건 인프라 개선, 섬 주민을 위한 주택 및 교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의 이용 등이다.

그림 1. 보라카이섬 폐쇄 전후 모습

폐쇄 전 오폐수 방류 모습

재개장 직전(2018. 10. 25.) 해변 전경

출처: (좌) https://philippineslifestyle.com/one-third-businesses-pollution-boracay/;
(우) https://news.abs-cbn.com/business/06/28/19/boracay-closure-was-blessing-in-disguise-says-tourism-chief
(2019. 7. 7. 검색)

- 칠레는 이스터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섬의 관광자원을 보전하는 매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이스터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아이 석상을 만지면서
사진을 촬영해 석상이 훼손됨에 따라 섬 주민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모아이 석상 훼손을 막기 위한
매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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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스터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최대 5,000명 규모였으나, 최근에는 10만 명까지
증가했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자원의 부족 및 무분별한 관광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8년 관광객이 모아이 석상을 파괴한 사건으로 칠레 정부는 일부 노선에 위치한
석상만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이스터섬 주민이 아닐 경우 30일 기간
여행비자만 발급해 섬 지역의 과도한 관광객 집중을 관리하고 있다.

■ ICT 도입을 통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d)
- 남유럽 지중해의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인 몰타 제도는 관광 부문에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몰타 제도는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로 육지와는 상이한 관광 행태를
보이며, 관광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몰타 정부는 관광과 ICT의 결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섬 지역 관광지에 로봇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섬 지역에 로봇과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
정보와 구급약품 제공, 안전사고 예방 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지 홍보,
예약, 결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림 2. 몰타 제도의 관광 부문 ICT 도입

섬 내 로봇, 카메라 설치

섬 관광 어플리케이션

출처: (좌) https://lovinmalta.com/news/robots-and-cameras-to-roam-maltas-tourist-sites-as-island-leaps-intothe-future/; (우) https://www.visitmalta.com/en/mobile-apps(2019. 7. 7. 검색)

■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해 섬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섬은 육지와는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특수한 자연･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섬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섬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경우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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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신기성으로 인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섬 관광
수요가 늘어날수록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각국은 섬의 수용력을
고려해 일일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 루트를 일부만 개방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고, 섬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홍보를 통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수용력을 초과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 등 부작용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명한 섬 외에 인지도가 낮은 섬 홍보에 방점을 두는 한편, 환경파괴에 매우 취약한
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오버투어리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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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news.abs-cbn.com/business/06/28/19/boracay-closure-was-blessing-

in-disguise-says-tourism-chief(2019. 7. 7. 검색)
c)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overtourism-rapa-nui-easter-island-moai/index.
html(2019. 7. 7. 검색)
d) https://lovinmalta.com/news/robots-and-cameras-to-roam-maltas-tourist-sites-asisland-leaps-into-the-future/(2019. 7.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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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해조류양식과 해양공간계획에 주는 시사점

■ 최근 기후변화가 해조류의 서식지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a) b)
-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대기관측소에서 관측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5월 414.8ppm을
기록하여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3.5ppm 상승한 수치이며, 이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7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와 같이 인간 활동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IPCC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온 관측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최근 연평균기온 변화

※ 연도별 평균기온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적으로 자료가 존재하는 70개 관측지점의 평균값으로
산출
출처: 기상청 기상관측통계

-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환경연구(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Impact Factor 3.45) 148권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기후변화가 해조류 분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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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과 북유럽 각 지역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해조류 가운데 다섯 가지 종을 대상으로 21세기
중반과 후반의 서식지 변화를 예측한 상기 연구에서는 세 가지 종의 서식지 범위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먼저 두 가지 종(S. polyschides, G. spinosum)의 경우 서식지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 가지 종(P. canaliculata)은 서식지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간적 분포가 변화하고 밀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류 종별 서식지 변화

Saccorhiza polyschides

Gelidium spinosum

Sargassum muticum

주: (상) 2040년~2069년, (하) 2070년~2099년
출처: de la Hoz et al., 2019에서 발췌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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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조류 양식업 분야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적응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c) d) e) f) g)
-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조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고수온이나 폭풍해일의 빈도 증가에 따른 재생산성 저하와 병해 및 설비 유실 등이 잠재적으로
해조류 양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Hayashi 등(2017)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해조류(K. alvarezii)의 연간생산량이 1999년 11만 2,000톤에서 2015년 6만 톤으로
4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자연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 50년 동안 1.12℃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
률의 2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조류 생산품목인 김의 경우 양식이
가능한 기간이 짧아졌으며, 감태와 곰피 등 아열대성 해조류의 서식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조류의 품종 개량과 신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대책들이
마련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노력과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
양공간관리계획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양식면
허구역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예측과 품종별 양식 적합성 평가에 기반을 둔 양식
권고품목을 지정과 같은 공간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임종서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geographeryim@kmi.re.kr/051-797-4749)

참고자료

a) de la Hoz et al. (2019) Climate change induced range shifts in seaweeds distributions
in Europe.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148, 1-11.
b)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jun/04/latest-data-shows-steep-rises
-in-co2-for-seventh-year(2019. 7. 4. 검색)
c) Largo D.B., Chung I.K., Phang SM., Gerung G.S., Sondak C.F.A. (2017)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Eucheuma-Kappaphycus Farming. In: Hurtado A., Critchley A., Neish
I. (eds) Tropical Seaweed Farming Trends, Problems and Opportunities. Developments
in Applied Phycology, vol 9. Springer, Cham
d) Hayashi L. et al. (2017) The Cultivation of Kappaphycus and Eucheuma in Tropical and
Sub-Tropical Waters. In: Hurtado A., Critchley A., Neish I. (eds) Tropical Seaweed
Farming Trends, Problems and Opportunities. Developments in Applied Phycology, vol
9. Springer, Cham
e)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8/1/index.board(2019. 7. 4. 검색)
f)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1_0000657019&cID=10899&pID=10800
(2019. 7. 4. 검색)
g) http://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1(2019. 7.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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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지원 법률 도입

■ 2019년 6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해양에너지 연구‧개발법
(Marin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을 도입했다.a)
- 「해양에너지 연구･개발법」은 미국 내에서 해양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2020년~2021년까지로 예정된 해양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재승인
함으로서 미국의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내 안정적인 해양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방법을 연구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해상 항법, 수산 및 해저 케이블 등과 같은 중요 인프라와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방법 연구도 지원한다.

■ 이 법안에는 세 곳의 국립 해양에너지 연구센터(National Marine Renewable Energy
Research Centres)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a)
- 이 법은 미국 플로리다, 하와이,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국립 해양에너지 연구센터 세 곳의 연구
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 또한,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미국 에너지부의 권한도 승인한다.
그림 1. 전 세계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추이

출처: https://about.bnef.com/blog/clean-energy-investment-exceeded-300-billion-2018/(2019. 7.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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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신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혁신을 일으킬 뿐 아니라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b)
-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해수, 조류, 해류 및 해수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는 미국의 각 가정과 기업에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또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확장된다면 미국 내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a)
- 미국 에너지부는 해양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닷가에서 약 50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까지 전국적으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 프로
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에너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양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c)
-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에너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해양에너지 플랜트
시장 선점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5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1.6%에 해당하는 약 840MW 규모의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국내 조선해양과 해양 토목 기술을 연계한 해양에너지 플랜트 개발을 통해 2030년 약 55조원
규모의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하여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 이와 같은 해양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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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5대 발전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개발해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d)
- 2018년 10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5대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 본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발전 공기업이 국내 해양에너지 발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
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발전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해양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조류 발전은 방파제나 댐 없이 바다 속에 설치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환경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발전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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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wyden.senate.gov/imo/media/doc/The%20Marine%20Energy%20Researc
h%20and%20Development%20Act%20of%202019%20One%20Pager.pdf(2019. 7. 8. 검색)
b) https://www.ktvz.com/news/wyden-merkley-try-again-on-next-generation-hydrop
ower/1085830873(2019. 7. 8. 검색)
c) http://www.mof.go.kr/iframe/article/multi01/view.do?boardKey=10&articleKey=8677
&searchCategory=&searchSelect=&searchValue=&searchDeptName=&searchStartDate
=&searchEndDate=&currentPageNo=1(2019. 7. 8. 검색)
d) 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2#09sf(2019. 7.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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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6월 기사, 해양관광 소식 가장 많아

■ 6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관련 기사 중 관광 관련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6월 노동신문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사는 28건이 보도되어 지난달 38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15건이 보도되었던 양식어업 관련 기사가 6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관광
관련 기사가 9건 보도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해양관광 관련 기사 9건 중 7건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대한 기사로 나타나 북한 내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9년 6월 노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 관련 보도 분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

간척

해운항만

해양관광

해양환경.
자원관리

기타

합계

3

6

4

-

1

9

4

1

28

출처: 노동신문 기사를 토대로 재가공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보도 중 고층 호텔 건설 소식이 눈에 띄며, 이로 인해 완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a) b) c)
- 노동신문 6월 8일 기사는 현재 지구 내 20개 건물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여단
에서 작년 10월 “두 동의 고층건물공사과제를 추가적으로 맡았다.”고 보도했다.
- 또 다른 노동신문 기사는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호텔-16’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초공사를 마쳤고 5월 25일 골조공사
를 마무리 지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는 작년 11월부터 저류지의 한가운데
고층 호텔인 ‘호텔-17’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작년 말부터 최소한 4개의 고층 호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이 연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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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에서는 쏘가리 양식, 가공･유통에서는 금산포젓갈공장에 대한 기사 비중이
높았으며, 해운･항만 분야 보도는 평안북도 신도군 부두 공사 기사였다.d) e) f)
- 북한은 쏘가리 양식에서 먹이로 인한 원가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인공먹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쏘가리 양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가공유통 분야 기사 4건은 모두 북한 최대 젓갈 공장으로 알려진 금산포젓갈공장에 대한 내용으로 ‘금산
포특산물상점’(평양) 개점 및 다양한 젓갈 상품 생산에 대한 보도였다.
- 갈대를 이용해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신도군에 여객과 화물부두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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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9941259-707289812/공정별시간타산을구체화하여/(2019. 7. 9.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9941261-393222950/집단주의에-기초한쟁열풍을-고조시켜/(2019. 7. 9. 검색)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9941267-936929054/거창한-건설대전의견인기가-되여-련속공격-앞으로/(2019. 7. 9. 검색)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0634863-312025949/인공먹이에-의한쏘가리양어기술/(2019. 7. 9. 검색)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1409445-841734419/《단골손님이-늘어납니다》/(2019.
7. 9. 검색)
f)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9769033-892139745/려객부두-완공화물부두공사-적극-추진/(2019. 7.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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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래관광 동향-일본, 호주, 스코틀랜드, 캐나다

■ 일본은 산업용 고래잡이의 재개와 고래관광의 발전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
이다.a)
- 고래관광은 일본 남부의 오키나와 섬에서부터 북부의 홋카이도까지 전역에 거쳐서 성장하고 있다.
일본 해역의 고래 개체 수는 1998년에서 2015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오키나와의
한 고래관광 회사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1만 8,000명의 관광객이 고래관광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북부 라우스에서는 지난해 고래관광에 참여한 관광객 수가 3만 명을 넘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고래관광을 즐기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그러나 6월 30일 일본정부는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면서 7월 1일부터 상업용 고래사냥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전역에는 약 300명 정도가 포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래 고기를 일본의 중요한 식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육류 소비량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래관광은 현재 일본 전역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반면에 상업용 고래사냥이 재개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 가능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 호주에서는 최초의 원주민 고래관광을 퀸즐랜드에서 시작한다.b)
- 호주에서는 원주민과 관련한 지역의 관광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퀸즐랜드에서는
혹등고래와 밍크고래가 이주하는 시기인 6월에서 11월 최초로 원주민 고래관광이 시작되었다.
Yalingbila 여행사는 6시간 동안 브리즈번 강과 태평양을 배회하는 원주민 고래관광 상품을 선보
였다. 고래관광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며, 최대 7,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고래와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33개의 고래해안길이 개발되었다.c)
-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고래와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33개의 고래 해안길을 개발･지정하여 관광객
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해양 포유동물 보존･보호 프로젝트 개발의 결과물이다.
Hebridean 고래길 웹사이트는 33개의 해안길에 대한 접근방법, 관광코스, 관찰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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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코틀랜드 고래해안길 관련 정보 제공 웹사이트

출처: https://whaletrack.hwdt.org/sightings-map/(2019. 7. 12. 검색)

- 또한, 어플을 개발하여 고래 트랙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고래를 발견하면 어플에 등록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고래 해안길은 스코틀랜드 뿐 아니라
미국 매사추세츠,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운영 중이다.

■ 캐나다 밴쿠버 섬 수역에 올해 처음 킬러고래가 관찰되었다.d)
- 2019년 처음으로 밴쿠버 섬 수역에 킬러고래가 발견되었다. 특히 목격된 고래 중 한 마리는 2002년
이 수역에서 발견되어 치료 후 다시 야생으로 보내졌던 고래이다. 알래스카에서 남부 워싱턴까지
북반구에 서식하는 킬러고래 개체는 약 300마리 이상이며, 이번 시즌에 밴쿠버 섬 수역에서 관찰된
고래개체는 76마리이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가장 오래된 고래관광 회사 중 하나인 고래의 왕자는 생태관광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승객 당 5달러의 생태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킬러고래
복구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고 있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참고자료

a)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7/11/national/japan-business-watching-wh
ales-far-larger-business-hunting/#.XSgbl-SP6mQ(2019. 7. 12. 검색)
b) https://www.lonelyplanet.com/news/2019/07/08/australia-aboriginal-whale-watchingqueensland/(2019. 7. 12. 검색)
c) https://www.insider.com/hebridean-whale-trail-scotland-33-different-sites-2019-7(2019.
7. 12. 검색)
d) https://www.campbellrivermirror.com/community/springer-and-calf-spotted-thrivingwith-return-of-northern-resident-killer-whales/(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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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족관 관리제도 체계화 필요

■ 일본은 1973년부터 「동물애호관리법(動物愛護管理法)」을 제정하는 등 수족관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취급업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a) b) c)
- 이 법은 영리 목적의 ‘제1종 동물취급업자’와 비영리 목적의 ‘제2종 동물취급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의무를 후자에게는 신고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 또한, 환경성장관이 수립한 기본지침에 따라 도도부현이 각 특성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지자체 내 ‘동물애호관리센터’를 운영하거나 업무편람을 작성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수족관 관리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일본동물원수족관관리협회(JAZA)’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양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수족관간의 동물보호관리 및 연구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환경성과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 협정 체결

출처: http://www.env.go.jp/nature/kisho/ikigai/post_87.html(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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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1966년에 제정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에 근거하여 동물
전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d) e) f) g)
- 이 법에 따라 미국 농무성(USDA)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가 동물전시를 위한 면허･등록제도 등 법률상의 의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 특히, 해양포유동물을 보유한 수족관의 경우 복지증진 차원에서의 관리강화를 위해 전시자에게
면허(Class C License: Exhibitor) 취득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어류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한편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는 ‘전문윤리규정(Code of Professional Ethics)’을 제정하여 동물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협회 내 보존, 다양성, 연구 및 기술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최근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2018.6.12.)에 따라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양포유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관리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b) c) g) h)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의 방류 등으로 수족관 내 해양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하였고, 더욱이 「동물원수족관법」의 제정 이후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시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도입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과 조정, 수족관 관련 협회의 권한 설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내 해양동물의 복지 실현을 위한 수족관 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참고자료

a)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8
AC1000000105(2019. 7. 12. 검색)
b) 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outline.html(2019. 7. 12. 검색)
c) http://www.env.go.jp/nature/kisho/ikigai/post_87.html(2019. 7. 12. 검색)
d) https://www.nal.usda.gov/awic/animal-welfare-act(2019. 7. 12. 검색)
e) https://efile.aphis.usda.gov/LRAssistant/s/(2019. 7. 12. 검색)
f) http://www.fesahancccal.com/DL/File/file/207_0000000000.pdf(2019. 7. 12. 검색)
g) https://www.aza.org/board-approved-policies-and-position-statements(2019. 7. 12. 검색)
h) http://news1.kr/articles/?3329288(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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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관련 행사 개최

■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7월 15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양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a)
-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의 본부장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월 15일「바다의 날」을 맞아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바다의 날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향후 일본의
해양 분야 정책 방향이 언급되었다.
- 첫 번째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해양안전 보장’을 위해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양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며 해상풍력 등 새로운 산업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욱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본의 각 지역과 단체는「바다의 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b) c) d)
- 바다의 날을 맞아 니가타(新潟)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해안청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매년 바다의 날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22곳의 해안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번 해안청소에는 총 4,200명이 참가하였으며 약 16톤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 고베(神戸)시 에서는 올해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고베시 오구선창마을(中央区波止場町)일대에서
‘코베항 보트천국’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베시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항구와 바다, 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며 해난사고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일반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관선을 이용한 항해체험과 선내공개 등이 진행되었다.
- 일본재단(日本財団)에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15세~69세의 시민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바다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바다에 가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3%였으며,
27%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 있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해변에서
쓰레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이전 질문에 대해 ‘바다에 가고 싶다’ 응답한 사람이
66%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폐수배출, 쓰레기 분리수거와 절전 등 환경을 위한 항목에 대한 질문
에도 ‘바다에 가고 싶다’고 답했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재단의 관계자는 ‘해변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의 경우 해양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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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다의 날」관련 행사 개최 현황

출처: (좌) ‘코베항 보트천국’행사가 개최된 메리케인파크의 전경, https://kisspress.jp/articles/23360/,
(우) 일본재단에서 실시한 해양환경보호의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https://www.tokyo-np.co.jp/article/toky
o/list/201907/CK2019071502000112.html(2019. 7. 15. 검색)

■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
하다.
- 바다에 대한 일차척인 관심이 해양환경 보호, 해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간이 되는 만큼 국가
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보 문제 등 해양관련 현안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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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kantei.go.jp/jp/98_abe/discourse/20190715uminohi.html(2019. 7. 15. 검색)
b) http://www.news24.jp/nnn/news16441704.html(2019. 7. 15. 검색)
c) https://kisspress.jp/articles/23360/(2019. 7. 15. 검색)
d) https://www.tokyo-np.co.jp/article/tokyo/list/201907/CK2019071502000112.html(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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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해양 무척추 동물의 시력 훼손을 초래

■ 바닷속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해양무척추동물(marine invertebrate)의 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a) b) c) d)
- 산소가 희박한 높은 산 위에서는 등산가의 시력이 저하되고, 깊이에 대한 지각이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의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연구진이 산소의 부족은 인간뿐 아니라 해양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밝혔다.
- 최근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해양무척추동물의
망막전도(electroretinogram) 기록을 활용하여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해양동물 망막의 빛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됨을 보였다.
- 두족류와 갑각류 유생들에 대한 실험에서 30분 동안 산소 농도가 감소된 환경에 두었을 때 망막의
반응이 60~100% 저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 현미경으로 관찰한 문어 유생의 모습

출처: https://www.mercurynews.com/2019/05/28/depleting-oxygen-in-warm-oceans-can-bli
nd-marine-critters/?fbclid=IwAR3ydAvJIqV9URptOtAn2mgeN82Hrc_B5BY54fNjJoE3h_aK
ZmxsdEA11u4(2019. 5.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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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스 연구진이 이번 연구를 위해 조사한 대상은 캘리포니아 연안에 서식하는 오징어(Doryteuthis

opalescens), 문어(Octopus bimaculatus), 그리고 2개 종의 게(Pleuroncodes planipes와
Metacarcinus gracilis) 유생이었다.
- 이들의 눈은 다른 해양무척추동물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 해양동물의 시력에 영항을 미치는 바닷속 산소의 양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b) c)
- 해양무척추동물의 유생들은 해류 등에 의한 해수의 이동과 자신의 유영 능력으로 인해 바닷속 여러
장소, 여러 깊이를 이동하며 그에 따라 산소 농도가 다른 환경에 자연적으로 노출되므로 일시적인
산소 부족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계절적인 차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연안과 같은 경우 용승 현상(upwelling)에 의해 봄과
여름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산소 농도 저하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해양무척추동물의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해양이 보유하는 산소의 양과 깊은 심해까지 산소가 넓고 깊게
분포하는 양상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2018년 독일 킬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Helmholtz Center for Ocean Research Kiel)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의 산소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으며, 열대 해양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바닷속 산소량이 약 40% 감소하여 생물다양성과 영양염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산소 부족이 초래하는 해양동물 시력 약화는 기초적인 생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a) b)
- 시각이 발달한 해양무척추동물들에게 있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시력의 상실 또는 약화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만일 이들이 악조건에서 다행히 살아남더라도 저하된 시력은 먹이를 찾고, 짝짓기를 하고, 포식자를
피해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존 능력을 크게 저감시킨다.
- 실험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력 약화가 상당 부분 회복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항구적 변화를 막을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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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c)
-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밝혀지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의 산소 농도 변화는 해양생물의 이동을 초래하고 있고, 어류의 경우 생존을
위한 이동의 결과로 특정 해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체들이 모여 문제가 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는 바다의 색깔도 바꾸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여러 지역에서 인류의 생활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문제에 더하여 해양무척추동물의 시력 약화 현상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에 보다 더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이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부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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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 및 개발 현황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지난해 항만용 현장 3D 프린팅 생산시설을 설립하였다.e) f)
-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는, NAMIC, 3D MetalForg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항만용 현장 3D 프린팅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PSA는 Pasir Panjang 터미널에서
다양한 항만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DNV GL 및 싱가포르 선박협회(SSA)의 10개 회원사와 협력하여,
높은 재고비용, 낮은 이용률, 부품 노후화,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는 해양부품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공동 산업 프로그램(JIP)에 협력하는 단체들은 3D 프린팅이 가능한
공통 주문 부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비부품 생산가능성과 선사, 항만의 비용절감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3D 프린터 기술로 생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과 물류의 흐름
변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력하며 연결성, 혁신성, 인재
확보를 통한 글로벌 해운물류거점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최근에는 기존에는 제작이 어려웠던 해상에서 선박 부품과 해양조사장비를 3D 프린팅
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a) b) c) d)
- 미국 해군시스템사령부는 2014년부터 해상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예비부품, 소형 전투용
드론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2017년 미국 해안경비대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선박의 예비 부품을 제작하였으며, 현재 뉴올리
언스 기지, 볼티보어 해군물류센터 엔지니어링 부서를 포함한 여러 해안 부대 및 해안경비대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
- 캐나다의 로봇 설계 및 제작업체인 ISE(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사는 EBAM(Sci
aky’s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을1) 이용하여 북극 잠수함용 티타늄 가변 밸러
스트 (VB, Variable Ballast) 탱크를 생산하였다.

1) Sciaky’s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 시스템은 적층 후 기계 가공을 통하여 대형 정밀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속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인 생산성(적층속도)이 개선되었다. 형상구현은 정밀하지만 적층
속도가 느린 기존 금속 3D 프린터(레이져, 전자빔)의 단점과 적층속도는 빠르지만 형상구현이 정밀하지 못한 야크공정의
단점이 개선된 경제적인 3D 프린팅 기술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amzeus?Redirect=Log&logNo=22015
3570799, 2019. 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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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안경비대 아카데미 Ron Adrezin 교수는 북극과 베링해의 연구 임무를 수행하는 420피트
높이의 쇄빙선인 커터 힐리(Cutter Healy)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한다. ISE와 아드레진 교수 모두
악천후나 빙하 충돌로 선박 이동에 제한이 있을 때를 대비한다.
- 캐나다 Ocean Consulting사는 해상에서 맞춤형 선박 부품 및 연구 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존의
3D 프린터를 개조하였다. 캐나다의 해양연구기관들은 자체 3D 프린팅을 함으로써 물리적 모델
실험의 정교함을 향상시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2018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해양공학 학생들은 NOAA의 연구선인 Okeanos Explore에서
동적환경에서 3D 인쇄를 허용하는 안정화 시스템연구를 수행하였다. SLA(Stereolithography App
aratus)스타일의 3D 프린터로 염도 등을 측정하는 해양장비인 CTD의 케이스를 제작하였다.

■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해양 분야에 적용됨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b) d)
- 미국 해군해군시스템사령부(NAVSEA)는 최근 원자력을 사용하는 항공모함 Harry S. Truman
(CVN 75)에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금속 부품 설치를 승인하였다.
- Naval Group과 Centrale nantes사는 금속 3D 프린팅으로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제작하였으며,
Thermwood사는 요트선체주형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기업인 OCore사는 세계 최초로 요트 선체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였다.
- 3D 프린팅기술로 인하여 설계, 제조 및 유통 방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소재산업, 물류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신산업에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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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 최대 빠이야하 유전 개발 본격 착수

■ 러시아 석유기업 네프티가스홀딩은 최근 빠이야하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a) b)
- 6월 13일 북극 시베리아의 빠이야하(Payakha) 유전의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다. 안드레이 폴랴코브
(Andrey Polyakov) 네프티가스홀딩((Neftegazholding) 부회장은 프로젝트 착수 기념식에서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준비 및 테스트 단계가 완료되었고, 마침내 이 지역 첫 번째 유정의 시추를 시작
한다.”라고 강조했다. 네프티가스홀딩은 매년 이곳에서 2,600만 톤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림 1. 빠이야하 프로젝트 현장

출처: www.arctictoday.com/russia-begins-drilling-at-major-arctic-oil-reserve/(2019. 7. 11. 검색)

- 네프티가스홀딩은 예니세이강 부근의 유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지대의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막대한 석유 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에듀어드 쿠다이나토프(Eduard Khudaynatov) 네프
티가즈홀딩 회장은 그 동안 이 지역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는 과거에 이 지역 원유 매장량을
약 6억 톤으로 훨씬 낮게 추정한 바 있다.
- 네프티가스홀딩은 예니세이강 부근 매장지 중 4곳의 석유개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두 곳인 페스카니(Peschany)와 이르킨스키(Irkinsky)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 두 부존지역에는
8억 8,000만 톤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추정치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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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야하 유전은 북극 최대의 유전이다.a) b) c)
- 러시아 타이미르 반도 빠이야하 유전은 항구도시 두딘카(Dudinka)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거리의
카라해 가장자리 예니세이강 입구에 있다. 러시아 주요 광물조사 기관인 로스네드라(Rosnedra)가
올해 초 발표한 석유매장지역 자원 추정치에 따르면, 이 유전에는 최대 12억 톤의 원유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2. 빠이야하 유전 북극항로 연결 노선

출처: https://thebarentsobserver.com/ru/promyshlennost-i-energiya/2019/06/na-beregah-eniseya-dan-start
-bureniyu-pervoy-skvazhiny(2019. 7. 11. 검색)

그림 3. 빠이야하 지대 연결 파이프라인 노선

출처: https://thebarentsobserver.com/ru/promyshlennost-i-energiya/2019/06/na-beregah-eniseya-dan-start
-bureniyu-pervoy-skvazhiny(2019. 7. 11. 검색)

26 |

■ 이 프로젝트는 북극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a) b) c) d)
- 빠이야하 개발 프로젝트는 카라해 연안의 딕슨(Dikson)타운과 주요 해상 터미널에 이르는 250마일
(4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빠이야하 유전의 원유는 북극항로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될 계획이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도 검토되고 있다.
- 또한, 빠이야하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러시아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티(Rosneft)가 계획하고 있는
북극 석유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로스네프티는 서시베리아 반코(Vankor)
유전에서 타이미르 반도(Taymyr Peninsula)의 해안까지 연결되는 길이 375마일(600km)의 파이
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2,500만 톤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여기에 빠이야하 자원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유전개발은 푸틴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이다.
- 기존에 원유 500만 톤이 부존되어있다고 예상되었던 빠이야하 유전지대 매장량 추정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 북극 해운을 연간 8,000만 톤으로 증강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빠이
야하 유전은 그 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지영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iyeong111@kmi.re.kr/051-797-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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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쓰이와 미쓰비시, ‘북극LNG-2’ 지분 10% 인수

■ 러시아 노바텍(Novatek)은 ‘아틱LNG-2(Arctic LNG-2)’의 남은 10% 지분을 일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a) b)
- 노바텍은 아틱 LNG-2의 최종 투자자를 확보했다. 지난 6월 러시아의 최대 민간 가스 생산 업체인
노바텍은 천연 가스 액화 프로젝트인 ‘아틱 LNG-2’ 프로젝트의 남은 지분을 일본의 석유천연
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지원 하에 미쓰이(Mitsui & Co.)와 미쓰비시(Mitsubishi
Corporation)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 미쓰이는 성명서를 통해 JOGMEC가 75%의 지분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미쓰이가 무역기반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 기반 합작 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최대의 종합 물산인
미쓰이와 미쓰비시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0%를 인수하게 된다.

■ 일본의 ‘아틱LNG-2’에 대한 투자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a) b) c)
-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이와 관련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틱LNG-2’는 액화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로 연간 1,98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러시아는 ‘야말LNG’의 독점 투자 리스크 극복을 위해 ‘아틱LNG-2’의 투자 다각화에
노력하였다.a) b) c) d) e) f)
- 러시아 최대의 민영 천연가스 기업인 노바텍은 2017년 프랑스 토탈(Total), 중국 국영석유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mpany)와 실크로드펀드(Silk Road Fund)의 투자를 받아 북극
첫 번째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인 ‘야말LNG(Yamal LNG)’를 성공시켰다. ‘야말 LNG’에서는 연간
1,750만 톤의 LNG를 생산하고 있다. 노바텍은 이 프로젝트의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토탈은 20%, 나머지 29.9%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 노바텍은 중국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프로젝트인 ‘아틱LNG-2’에 최소
6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투자자를 다각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노바텍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일본 등에서 자금을 유치하고자했다.
28 |

- 지난해 프랑스 토탈이 이 프로젝트의 지분 10%를 확보했으며, 올해 초 중국 CNODC(China
National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및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가 각각 지분 10%(총20%)를 확보하였다. 이후 최종 10%를 두고 사우디아
라비아와 일본이 노바텍과 논의 끝에 일본 측이 확보하게 되었다.
표 1. 아틱LNG-2 최신 동향
일

시

2019.
2019. 3.

내

용

Arctic LNG-2, Siemens사와 장비 공급 계약 체결
NOVATEK, TOTAL사에 Arctic LNG-2 지분 10%의 매각 계약 체결
중국 CNOOC, Arctic LNG-2 프로젝트 참여 계약 체결

2019. 4.

중국 CNODC, Arctic LNG-2 프로젝트 참여 계약 체결
러시아 노바텍, 렙솔(Repsol) 및 비톨(Vitol)사와 15년 동안 연간 100만 톤의
LNG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비구속적 협약 체결

2019. 5.

2019. 6.

러시아 노바텍과 TechnipFMC, Arctic LNG-2 플랜트 건설 계약 서명 통해 연간
1,980만 톤을 생산하는 통합형 액화천연가스 설비의 엔지니어링, 조달, 공급, 건설
및 시운전에 대한 계약 체결
중국 CNOOC와 CNPC 자회사인 CNODC(China National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Ltd), NOVATEK과 Arctic LNG-2
프로젝트에 각각 10%의 지분 참여 계약 체결1
노바텍은 Arctic LNG-2 점유율이 60% 이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모든 파트너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http://www.novatek.ru/ru/참고로 KMI 정리(2018. 3. 18. 검색)

■ 이 협정은 일본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다.a) b)
-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 북부 4개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개선을 통해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번 투자는 아베
총리의 이러한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즉, 일련의 정치적인 목적의 투자이다.
- 일본은 해운분야에서도 노바텍과 협력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의 하나인 MOL(미쓰이
OSK라인)은 북극 항로를 따라 LNG를 운송하는 15척의 아이스 클래스 선박 중 4척을 운항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투자하거나 러시아와
사업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북극에 대한 투자는 큰 의
미가 있다. 일본 정부가 JOGMEC에 28억 달러에 달하는 75%를 지원하도록 하면서까지 ‘아틱
LNG-2’ 투자계약을 진전시킨 것은 아베 총리의 경제 협력 확대 프로젝트의 성공과 북극에서 태평
양까지 안정적인 LNG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들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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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덴세는 어떻게 로봇공학 혁신도시가 되었나

■ 오덴세는 빠르게 로봇공학 혁신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a) b)
- 오덴세(Odensse)는 인구 20만 명이 조금 넘는 덴마크의 작은 도시이다. 하지만 오덴세는 미국의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보스턴(Boston), 피츠버거(Pittsburgh),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와
비견될 로봇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 오덴세 클러스터에는 유니버셜 로봇(RBR501 2019 winners Universal Robot: UR),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Mobile Industrial Robots: MiR), 온로봇(OnRobot) 등 이 지역의 기업들은
로봇공학 부문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신진 기업들은 덴마크 로봇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였다. UR과 MiR의 활발한 투자가들은 차기 로봇공학의 큰 혁신을 위해
다른 신생 회사에게도 투자하며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1.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 전경

출처: https://www.roboticsbusinessreview.com/regional/why-odense-denmark-remains-a-ro
botics-innovation-hotbed/(2019. 7. 2. 검색)

■ 성공한 기업의 동문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연쇄적인 성공을 만들어냈다.b)
- 2018년 일련의 전략적 인수에 성공한 로봇 팔 설비 업체로 인정받는 기업인 OnRobot은 오덴세를
거점으로 삼았다. 이 기업들은 협동 로봇공학과 이펙터(effector) 시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 관계를 확장했으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OnRobot은
UR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두 기업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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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의 동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가운데, OnRobot의 CEO인 엔리코 크로그 아이버슨(Enrico
Krog Iversen)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UR의 CEO이기도 했다. 이처럼 로봇 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오덴세의 로봇공학 기업들은 또다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지역 로봇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a) c)
- 오덴세 지방 자치 당국은 지역 로봇 산업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오덴세는 650만 유로(한화 약 84억 원) 이상을 로봇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였다.
- 오덴세에서는 연례 오덴세 투자자 정상회담(Odense Investor Summit)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4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들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혁신을 보여주도록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신생 기업 중 상당수가 오덴세의
로봇공학 클러스터에 위치한다.
- 또한, 시의회는 성장의 다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10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하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고의 로봇공학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작은 지역사
회에게는 상당히 대단한 열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지역사회가 과거 몇 년에 걸쳐 세계의
로봇 산업에 보여준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 로봇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오덴세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d)
- 이 클러스터는 오덴세의 로봇공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하는 로봇공학 기업, 교육 기관, 연구
조직의 집합이다. 이 클러스터는 33%가 협동 로봇공학 분야를 다루는 약 130개의 기업을 포함한다.
클러스터의 직원은 3,600명 이상이며 2017년 총매출은 7억 6,300만 유로(한화 약 9,919억 원)
였다.
- 이는 오덴세의 로봇공학 산업의 규모를 나타낼 뿐이다. 지역 수준을 넘어 덴마크 전체의 로봇공학
산업은 2017년 24억 유로(한화 약 3조 원)의 이익을 가져왔으며 8,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 현재 오덴세에는 블루 오션 로보틱스(Blue Ocean Robotics), KOBOTS, 코봇 리프트(Cobot
Lift), 트리비전(TriVision) 등 새로운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아이디어는 상업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과 수익성 모두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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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네트워크 현황

출처: https://www.therobotreport.com/a-look-at-a-danish-robotics-cluster/(2019. 7. 2. 검색)

■ 다양한 혁신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덴세 클러스터는 소규모 도시에서도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과
학교, 연구단체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성과가 나타나며, 유럽의 소도시에서 세계 대규모 로봇단지와
경쟁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덴세 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벤처
캐피탈의 꾸준한 자금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 한국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정부기관과 각종 클러스터는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오덴세의 사례처럼
산업의 발전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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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2019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발표

■ 유럽의 혁신수준을 개관할 수 있는 「2019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가 발표되었다.a) b)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내수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위원회는 6월
17일, 「2019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2019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EIS)」를 발표했다.
EIS는 2000년부터 EU 회원국의 혁신성과와 역량, 투자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
이다.
- EIS는 리스본 전략(the Lisbon Treaty)의 이행방법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말, 유럽은 미국과의
멀어지는 경제력 격차, 일본･한국 등 신흥국의 대두, R&D, 정보통신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의 부재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적인 침체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EU는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과 연구 인력을 충원을 촉진하는 목적에서 새로운 지표인 EI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1년마다 발간되는 EIS 지표는 인적자원, 연구 시스템, 혁신 친화적 환경, 재정지원, 투자, 네트워크,
지적재산, 고용 효과, 판매 효과 등 8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며, 경제와 기업 관련 통계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의 핵심지표 구성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신규 박사졸업 유입
인적 자원 부문

고등교육 이수율

중소기업 제품 공정 혁신
혁신주체

중소기업 내부 혁신

국제적인 협동 연구 성과

기업의 외부 협력
네트워크

외국 박사 수강생
데이터 통신망 구축 현황
기회 중심의 기업가 정신
비-R&D 혁신 지출 규모

고용효과

지적재산권

상표등록

판매효과

고성장기업의 고용
지식 집약적 서비스 수출
신규진입기업의 판매액

재정 지원 부문

의장등록
출처: H. Hollander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9, 2019,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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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집약적 활동의 고용
첨단체품 수출

ICT 역량강화 지원 기업
특허등록

기업의 공공부문과의 협력
공공 R&D에서 기업합작투자

기업 부문에서 R&D 지출 규모
기업 투자 부문

중소기업 마케팅･조직 혁신

평생교육 수준
연구 시스템 부문 인용 채택 논문
혁신친화적
환경 부문

소분류

공공 부문에서 R&D 지출 규모
벤처기업 재정지원 규모

■ 북유럽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개발도상국의 혁신지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c)
- EU 회원국 간의 비교 결과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지표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의
혁신지표가 전년도에 7.5% 상승하면서(135.7점 → 145.9점) 북유럽 국가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전통적인 선진국의 혁신지표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 또한, 지표가 하락하였다.
그림 1. 2019년 EU 회원국 혁신지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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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수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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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그래프의 막대 계열은 2018년, 붉은 표식은 2017년 혁신지표를 나타냄
출처: H. Hollander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9, 2019, p. 4~11.

- EIS는 EU 회원국과 함께 EU의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국의 혁신지표를 측정한다. EU 혁신지표는
108점으로 2011년에 비해 8.8%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106점)과 브릭스 신흥국(BRICS, 4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으며, 한국(147점)과 일본(119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 코리나 크레투(Corina Cretu) 지역정책위원회장은 “EU 지역정책은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시키는 주요 매개체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EU 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혁신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지역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발굴을 통해 개발도상국 또한, 혁신 허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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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산업과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지수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 EU는 유럽 국가들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EIS를 발표
하여 각 국가와 지역의 혁신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해당 지표는 EU 회원국이 혁신 측면에서 갖는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국가에서 혁신정책을 수립할 때 이 지표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 현 정부는 혁신성장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 기조로 천명하고 신산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혁신성장 수준과 정책의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과 해양수산분야에 적합한 혁신지표체계 구축하여 현상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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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innovation/facts-figures/scoreboards_en
(2019. 7. 1. 검색)
b) H. Hollander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9, 2019, European Commission
c) https://ec.europa.eu/growth/content/2019-innovation-scoreboards-innovation-perfor
mance-eu-and-its-regions-increasing_en(2019. 7.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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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어업인이 해양플라스틱을 수거하도록 허가

■ 지중해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
- 이탈리아는 하루에 9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중해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쓰레기가 유럽의 어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약 617만 유로(한화 약 80억 원)로 추정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지중해 쓰레기 프로젝트(the Med Sea Litter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8년 골레타 베르데
캠페인(Goletta Verde campaign)에서 수행된 모니터링에 따르면, 길이 2.5cm 이상의 쓰레기가
670개 조사되었는데, 제곱킬로미터 당 쓰레기 평균 밀도는 96.6개로 나타났으며 관찰된 물품 중
평균 92% 정도가 플라스틱이었다.
- 이탈리아 환경부 세르지오 코스타(Sergio Costa) 장관은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바다에 3톤의 물고기에 약 1톤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이고, 2050년
에는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탈리아에서 해양 쓰레기 회수를 위해 제정한 살바마레(SalvAmare) 법안에 따라 어업인들이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 르갬비언트(Legambiente)의 대표 스테파노 시아파니(Stefano Ciafani)는 살바마레(SalvAmare)
법안이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 쓰레기와 전쟁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이탈리아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표 1. 세르지오 장관이 요구한 살바마레(SalvAmare) 법안의 내용
내 용
어업인들의 그물에 걸린 플라스틱 회수가 허용되며, 회수한 플라스틱은 어항의 재활용 수거 구역에 둔다.
어업인들은 바다에 대한 헌신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증명하는 환경 증명서를 제공받는다.
어업인들의 캐치 체인(catch chain)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어업인들이 쓰레기 불법 수송으로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
어업인들은 쓰레기 수거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다.
출처: https://aqua-lit.eu/news/19/good-news-from-italy-fishermen-will-be-allowed-to-collect-plastic-at
-sea(2019. 7. 1.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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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a)
- 이탈리아의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은 이탈리아 환경부, 플로렌스 대학연합(Unicoop Florence),
이탈리아 환경연합(Legambiente)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토스카나(Tuscany) 지역에서 시작
되었다. 어업인들은 어업을 하는 동안 바다에서 폐어구,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맡았으며, 16톤의 폐어구 및 폐그물을 수거했다.
- 그 후, 이탈리아 연안 티르헤니아해(the Tyrrhenian)에서 아드리아해(the Adriatic Sea)까지 연안을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계획이 착수되었다. 풀리아(Puglia)주의 만프레도니아(Manfredonia)에서는
연안에서 저인망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업인들은 플라스틱 병부터 홍합 양식에 사용되는 폐그물까지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수거되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390파운드(약 146kg)로 어업인이
수거하여 어항의 재활용 수거 구역으로 운반된다.

그림 1. 이탈리아 폐어구 및 폐그물 쓰레기

출처: https://aqua-lit.eu/news/19/good-news-from-italy-fishermen-will-be-allowed-to-collect-plastic-at
–sea(2019. 7. 1. 검색)

■ 우리나라도 어업인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수거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먼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해서 정부는 플라스틱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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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인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적극 나서야한다. 또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활용방안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해양쓰레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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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aqua-lit.eu/news/19/good-news-from-italy-fishermen-will-be-allowed-to-coll
ect-plastic-at-sea(2019. 7.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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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농촌개발기금, 스마트 농어촌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 유럽 농어촌의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이니셔티브가 본격 등장했다.a)
- 최근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이 농어
촌의 스마트한 발전과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이니셔티브는 스마트 개념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지역발전 기회를 발굴‧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AFRD는 농어촌 지역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SOC 품질과 접근성 향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융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사회‧환경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EAFRD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에너지, 사회, 의료, 교육을 포함한 농어촌 SOC 전반에 광범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제안의 기회는 EU 회원국과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열려 있으나,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형 또는 비용절감형 사업을 중점 지원
한다.

그림 1. 유럽 농업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순서도

출처: European Commission, Supporting rural infrastructure and Smart Village development, fi-compass,
201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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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셔티브는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상품과 민간재원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b)
- 최근 몇 년간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금융상품 개발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EAFRD에는 기반
시설 투자관련 금융상품이 없는 관계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 민간재원 유치의 경우, EU의 농업 및 농촌개발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G AGRI)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기술
지원과 준비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EIB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재정격차와 기반시설
투자 필요성을 연구함으로써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 Funds)의 공동출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EIB의 효율적인 민간자본 운용을 결합하는 것은 유럽 농어촌에 기반시설
투자를 증진시키고,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상품의 회전적 특성은
장기적으로 공공재원의 필요를 감소시키면서 기존 투자금이 잠재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는 사업지의 자금 조달력을 개선하고, 스마트 개념을 적용한 농어촌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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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ompass, 2019.

| 41

부산항 억류된 파나마 선박, 북한 영해 인근 운항

■ 부산항에 억류된 파나마 선박이 북한 영해 인근에서 운항한 흔적이 나타났다.a)
- NK News가 제공한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D1325(카트린)호가 지난 3월 이후
출항이 보류된 상태로 부산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D1325호는 6월 5일과 15일에 북한 영해 인근을
운항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부산항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D1325(카트린)호

출처: https://www.nknews.org/pro/vessels-in-south-korea-linked-to-older-northkorean-smuggling-networks/(2019. 7. 10. 검색)

■ 북한 유조선과의 석유 불법 환적 선박이 한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a)
-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미 국무부는 D1325호가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북한 유조선과의 석유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한편, 외교부는 토고 선적인 DN5505(시앙진)호가 러시아 극동을 통해 북한 석탄 반입 의심 건으로 출항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DN5505호가 북한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 11월에 석탄 2천 588톤을 싣고 하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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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류된 선박은 북한과 관련된 위장선박일 가능성이 있다.a)
-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에 따르면, D1325호와 DN5505호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마샬
제도에 본사를 둔 도영해운(Do Young Shipping)에서 2018년부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도영해운은 북한의 석탄 밀수입과 북한으로의 석유 유출 의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북한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DN5505호의 이전 소유주는 홍콩에 위치한 ‘유니월드해운(Uni World Shipping)’이었다. 유니월드의
주주 중 한 명이 중국에 주소를 둔 아오양 인터내셔널(Aoyang International) 소속인 것으로 드러
났는데, 아오양은 북한의 위장 해운회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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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knews.org/pro/vessels-in-south-korea-linked-to-older-north-koreansmuggling-networks/(2019.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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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산 파드레 피오 호 억류사건 잠정조치 명령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산 파드레 피오 호와 화물･선원을 석방할 것을 잠정조치로 명령
하였다.a)
- 7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는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 산 파드레 피오 호(M/T San Padre Pio) 억류사건에 관한 일응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내렸다.
- ITLOS는 나이지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스위스 기국 선박 산 파드레 피오 호가 급유한 사실은
항행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며, 급유행위와 관련해서는 기국인 스위스가 선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더불어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5항에 따라 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 전, 스위스
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실질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잠정조치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23일, 나이지리아 해군이 나이지리아의 EEZ에서 경유공급을
하고 있던 스위스 기국 선박 산 파드레 피오 호를 나포하면서 시작되었다.a)
- 나포 후 산 파드레 피오 호는 나이지리아 포트 하커트(Port Harcourt)에 억류되었으며, 선원들은
석유 불법 유통 혐의로 구금되었다가 조건부 보석 석방되었다.
- 2019년 5월 6일, 스위스는 나이지리아에게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 개시를 통고하였다.
- 2019년 5월 21일, 스위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위 분쟁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ITLOS에 요청하였으며, ITLOS는 6월 21일 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 최근 선박에 대한 국가 간 관할권 문제로 국제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판결된 ITLOS 노스타 호(M/V Norstar) 사건과 동일하게 항행의 자유 행사와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이다
- 따라서 향후 선박에 대한 기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ITLOS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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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LOS에 신청되는 잠정조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타국과
선박에 대한 관할권 행사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시점이다.

김민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참고자료

a) The M/T “SAN PADRE PIO” Case(Switzerland v. Nigeri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6 July 2019(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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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개최

■ 일본 시마네현은 7월 6일, 2019년 제2회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를 개최하였다.a) b)
- 6월 10일, 시마네현은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생각하는 강좌’ 개최 및 참가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 강좌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이번 강좌는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마네현에 위치한 오키노시마 문화회관에서 90명 규모로
진행되었다.
- 강좌의 제목은 “메이지 후기 다케시마의 강치어업 –메이지 38(1905)년 다케시마 시마네현 편입
전을 중심으로–” 이다.
- 강연자는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로 ‘제1･4기 다케시마연구회’ 위원 및 ‘오키노시마초 다케
시마조사연구특별고문’을 역임했다.

■ 오키 주민에 의한 독도에서의 강치어업이 일본정부의 독도 편입의 배경이 라고 주장하였다.a)
- 후나스기는 오키 주민에 의한 독도 강치어업이 메이지 시대인 1987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한다.
- 더불어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각의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강치
어업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 이로서 일본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행정권 행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상
확인해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번 강좌의 개최 장소가 일본 측이 독도의 소재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
노시마초임을 역설하며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시마네현은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영토문제에 관한 교육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a) c)
- 이번 강좌를 통해 시마네현은 일본인에 의한 독도에서의 어업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알리며 일
본의 독도편입에 관한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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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좌는 11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교육을
토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 특히 강연자의 대부분이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회의 활동내용 중
하나인 ‘독도 관련 학습 추진 및 계발’과 이 강좌의 내용이 같다.
- 이후 시행될 강좌들이 일반시민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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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
takeshima07/R1kouza.data/k-2.pdf(2019. 7. 2. 검색)
b) http://www3.pref.shimane.jp/houdou/press.asp?pub_year=2019&pub_month=6&pub
_day=4&press_cd=428194A5-1E45-469F-8684-B213BAC60189(2019. 7. 2. 검색)
c)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3/
index.data/torikumi2018.pdf(2019. 7.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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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주 합동군사훈련 해역에 중국 정보수집함 출현

■ 호주 국방부는 중국의 정보수집함이 군사적 정보수집 목적으로 호주-미국 간 합동군사훈련
해역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a) b)
- 호주군과 미군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er)’ 훈련이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약 25,000명의 호주군 및 미군이 참가한다.
- 이번 양국 간의 합동군사훈련은 호주 북부 및 동부지역의 군사 훈련장과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그렉 빌턴(Greg Bilton) 호주군 합참의장은 중국 정보수집함이 군사훈련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의
북동해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군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남중국해 분쟁지역의 군사기지화 문제 및 양국 간의 무역 분쟁
으로 외교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c)
- 중국은 2017년에 실시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도 해당 정보수집함을 파견한바 있으며, 같은
달 알래스카 연안에서 진행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테스트 시험 지역에도 파견했다.
- 한편,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해군 군사력을 강화해오면서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 문제로
호주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앞서 지난 5월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인도양 지역에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을 대거
동원하여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펼쳤다. 이는 각 국가의 해군 상호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했다.

■ 이에 중국은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는 것이라며 반박
했다.d)
- 장쥔서(張軍社)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해당 지역이 국제수역이자 항행의 권리가 있다는
점은 호주군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자국 정보수집함의 항행을 스파이 활동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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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육상자위대의 상륙전 부대인 수륙기동단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국제사회가 진짜 우려해야하는 것은 중국 군함의 정상적인 해군 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이 공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에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은 일본이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갖춘 것과 호주와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단히 관심을 두면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연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ykim@kmi.re.kr/051-797-4642)

참고자료

a) https://www.abc.net.au/news/2019-07-07/high-tech-chinese-spy-ship-makes-its
-way-towards-aus/11286424(2019. 7. 15. 검색)
b) https://www.straitstimes.com/asia/australianz/australia-tracks-chinese-warship-hea
ded-towards-us-australia-war-games(2019. 7. 15. 검색)
c)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69/169-20190225-PRE-01-00-EN.pdf
(2019. 7. 15. 검색)
d)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57116.shtml(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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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대함 탄도미사일 실험 우려

■ 중국은 6월 말부터 7월 3일까지 스프래틀리 제도 북부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의 하나로
남중국해 지역 내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했다.a) b)
- 대함 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s, ASBM)은 군함 또는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탄도 미사일로 미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인지하고 ,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당초 남중국해 분쟁지역을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 내에 중국이 대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 b) c)
- 남중국해 지역은 군사 및 교통의 요지이자 해양 자원이 풍부하여 주변 국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주변 분쟁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하는 ‘남해 9단선’을
설정하여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례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중국의 이번 미사일 시험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의
항행의 자유 권리 확보를 위한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진행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d)
- 미국과 중국은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약속
한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앞둔 시기에 맞추어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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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이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주변 분쟁 국가들과의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 중국은 해당 기간 동안 훈련지역으로 다른 선박의 진입을 경고한바 있으나, 미 국방부의 심각한
우려 표명 메시지 발표 이후 진입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느끼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연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ykim@kmi.re.kr/051-797-4642)

참고자료

a)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southchinasea/pentagon-says-china
-missile-test-in-south-china-sea-disturbing-idUSKCN1TX2QZ(2019. 7. 15. 검색)
b) https://edition.cnn.com/2019/07/03/asia/south-china-sea-missile-test-intl-hnk/ind
ex.html(2019. 7. 15. 검색)
c)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china-denies-us-accusations-of-south
-china-sea-missile-tests(2019. 7. 15. 검색)
d)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017156/south-china-sea-missile
-tests-aimed-boosting-beijings(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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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발간

■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a)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GDP 성장의 2/3 및 세계 GDP의 60%를 담당하며,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뿐 항구 10곳 중 9곳이 위치해 있고, 세계 해상운송의 60%가 이곳을
경유한다.
- 또한, 이 보고서는 특히 세계 해상운송의 1/3이 거쳐 가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의 1/4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로의 수출도 지난 10여 년 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이 지역에서 연간 양방향(two-way) 무역액이 2조 3,000억 달러에 달하며,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액수는 1조 3,000억 달러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그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다.

■ 하지만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욱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b)
- 첫째,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기존의 규범과 일치하는 전략적 비전을 명확히
한 가운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 규칙에 근거한 접근을 지지하며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 둘째, 미국은 양안 이슈(the Cross-Strait issue)를 포함해 역내 소규모 국가들이 지역 강대국으
로부터 압력과 압박을 받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고, 특히 중국과 같은 역내 현상 변경 세력이 규칙에
근거한 기존의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다른 역내 강대국들과 ‘협력적 라이벌(cooperative
rivalry)’ 관계를 구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불법적 무역을 단속하고, 예상치 못한 전쟁의 촉매제를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길 원한다.
- 넷째,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 정계는 역내 기후변화를 늦추고 더욱 복원력 있는 해안과 도서를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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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이 기존 해양 질서를 적절히 활용
하고 이를 심화･발전시키는데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c) d)
- 예컨대 올해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에 있는 연안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이니셔티브(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가 출범한지
4년 차가 되는 해다.
-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틀을 활용해 상호 운용성을 도모하고, 역내 파트너들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공동의 운영 그림을 구축하는 분야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하며, 해양과학과 해양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해양 질서를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어서 그는 시간과 재정 측면에서 기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투자를 통해서만이 미래
세대들이 해양의 자유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 이는 앞서 언급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주지하듯,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은 상호 존중, 책임감,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비전을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수환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참고자료

a) https://media.defense.gov/2019/May/31/2002139210/-1/-1/1/DOD_INDO_PACIFIC
_STRATEGY_REPORT_JUNE_2019.PDF(2019. 7.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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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놓고 ‘강대강’ 대립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對중국 전략을 구체화했다.a) b)
- 6월 1일, 미 국방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의 공간적 범위는 ‘미국 서해안~태평양~남중국해~인도 서해안’에 이른다.
-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문제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서는 현 질서를 전복하려 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수정주의 대국(revisionist power)’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수역에서 중국이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평화 관계와 명확한 적대적인
행동 사이에서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구사하여 목적달성을 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이라는 등 주요 동맹 국가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linchpi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미 해군, 對중국 군사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로봇 전함과 잠수함 함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c)
- 미 해군은 중국과 같은 도전 세력에 대적할 무인 해상 이동체를 개발하고 조달하기 위해 2020년
회계 연도에 6억 2,88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다. 군사적 위협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극초음속
무기 제작,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 능력 제고를 통해 미 해군의 군사력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 미 해군이 이미 원격제어전함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를 요청한 것은 함대를
재구성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은 2024년까지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무기 제조기업인 보잉사가 초대형 무인해저선박(XLUUVs)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보고
되었다. 미 해군은 지난 2월 오르카(Orca) 로봇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보잉사에 4천 200만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9기를 조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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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잉사가 제작한 미 해군 무인 잠수함

출처: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us-navy-just-bought-four-giant-robotsubmarines-boeing-44642(2019. 6. 17. 검색)

■ 중국,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d) e)
- 6월 2일과 4일 중국은 남중국해 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중국해사국에서 발표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훈련 대상 지역은 해남도 부근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베이스캠프
이자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타격 부대가 배치된 곳이다.
- 이와 함께 6월 2일 중국이 보하이 만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중국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3(JL-3)
으로 사정거리가 1만 3,000km에 이른다. 이는 태평양 서부상의 중국 잠수함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가 폐막하는 6월 2일에 맞추어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병력을 남중국해에 집결시킨 것은 미국을 향한 시위라고 볼 수 있다.

■ 변화하는 아시아 안보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와 북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이 재조정되는 상황을 대비한 안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한편, 남중국해 상에서는 자국의 영유권 주장과 미국과 동맹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충돌하고 있다. 미･중 강국 간의 경쟁과 견제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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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이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안정되어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김주형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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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 7배 확장 추진

■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전시하고 있는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7배
확장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a) b)
- 지난 4월 말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5월 일본의 연휴가 끝나면 일본정부가 ‘영토･주권 전시관’의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5월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의 지요다구 히비야(日比谷)공원 시정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일본의 국회의사당이 가까운 도쿄 토라노몬(虎ノ門) 지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 당초에는 요쓰야(四ツ谷)역 근처 정부소유의 합동청사로 이전을 신청했으나, 재무성이 난색을 표명
하여 물색하던 중 민간소유의 미쓰이 빌딩 1층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 지금 현재보다 7배의 넓이로 지상 층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현재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에 관한 전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시관에서는 러시아와 의견충돌이 발생
하고 있는 ‘북방영토’ 주제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 ‘영토･주권 전시관’은 2018년 1월 일본정부의 내각관방* 소속의 ‘영토･주권대책 기획
조정실’의 주관으로 종합조정회의를 거쳐 설치되었다.c) d)
- 과거 일본정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극적 영토 영유권 홍보 움직임이 아베정권에서 강화되면서
표면적으로 ‘영토･주권 전시관’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 주요활동내용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전시, 지식인 강연, 독도 관련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방면의
영토 교육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시되어 있으며, 입장권은 무료이다.
- 전시관을 개관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영토주권을
위한 모임인 일본 국회의원 ‘영토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을 중심으로 이전과 확충에 관한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 光寛) 영토문제담당 특명장관은 독도(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교유의
영토임을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각관방: 일본 총리실 직속기관, 총리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임.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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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앞으로도 더욱 공세적으로 ‘해양영토문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e)
-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대보유’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정
부로서는 국외 위협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갈등을 더욱더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정부는 7월(날짜 미정)에 ‘영토･주권 대책조정실’ 주관으로 전문가(有識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전하는 전시관과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새로 이전하는 전시관은 국회의사당이 가깝고, 수학여행으로 견학 오는 초중고생을 유도하기 용이한
장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현장교육을 통한 영토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의 국책연구소 격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빌딩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와 조사 등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민간, 관료,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일본의 해양 영토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일본외무성의 승인 하에 설립한 연구소. 예전엔 외무성 관할, 현재 공익재
단법인, 영토･해양 문제에 관한 특별 연구를 개설하고 있으며, 독도연구논문의 영어 논문작업 등
해외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유시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politique@kmi.re.kr/051-797-4801)

참고자료

a)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427/plt1904270018-n1.html(2019. 5. 20. 검색)
b) https://www.fnn.jp/posts/00045920HDK(2019. 5. 20. 검색)
c) http://www.cas.go.jp/jp/ryodo/tenjikan/(2019. 5.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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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어촌 사회지표, 수산 중심형 어촌의 사회적 취약성 설명

■ NOAA가 어촌 지역사회의 웰빙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지표를 발표했다.a) b)
-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현지 연안지
역의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는 어촌 사회지표를 개발･발표하였다.
- 사회지표는 사회･경제･심리적 복지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웰빙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
적인 척도이다. 사회지표로 구성되는 지수는 사회적 취약성, 젠트리피케이션(Gentri- fication) 압력,
어업 참여 및 의존도 3가지로 나뉜다.

■ NOAA의 어촌 사회지표는 사회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c)
- NOAA는 사회적 취약성에 주목하여 수산 중심형 연안 어촌과 기타 연안지역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회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는 주거 환경, 빈곤 수준, 사회 혼란, 고용 위기, 취약 계층 등을
선정했다. 지표의 값이 클수록 사회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어촌 사회지표에 따른 특정 지역의 지표 수준은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1. 사회적 취약성의 구성 지표
지표

설명

주거 환경

기반시설 취약성의 척도로 해안 지역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설명한다. 높을수록 더 취약한 주거
수준을 나타낸다.

빈곤 수준

빈곤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높은 수준일수록 빈곤율이 높다.

사회 혼란

가족생활, 교육 수준, 빈곤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
한다. 해당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적 혼란 수준 또한 높다.

고용 위기

고용 기회와 직업 안정성을 나타낸다. 높은 수준일수록 적은 고용기회와 안정성이 낮다.

취약 계층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인구수를 나타낸다. 높은 수준일수록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https://www.st.nmfs.noaa.gov/humandimensions/social-indicators/ind-categories(2019. 7. 15. 검색)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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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중심형 어촌은 다른 연안지역 대비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
- 상업어업에 의존하는 수산 중심형 어촌사회는 다른 연안지역사회에 비해 주거, 빈곤, 사회 혼란,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 특히, 연안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 낮은 소득에서 비롯되는 빈곤 수준, 사회적
아노미를 반영하는 사회 혼란 측면에서 수산 중심형 어촌지역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 이러한 현상은 어업에 의존하는 어촌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낙후, 불안정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지역 쇠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광･제조･무역 등 주요 산업기반이 입지한 다른
연안지역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산 중심형 어촌지역의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재생 또는 신사업
제안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수산 중심형 어촌과 일반 연안어촌의 사회적 취약성 비교

출처: https://www.st.nmfs.noaa.gov/humandimensions/social-indicators/ind-use(2019. 7. 15. 검색)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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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규정’ 공표

■ 북한이 공표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규정’의 내용이 최근 확인
되었다.a)
-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규정’은 2017년 11월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1)으로 채택 및 공표되었다.
- 전체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무역지대 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통해 수산업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어, 양식하거나 생산, 수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 경제무역지대 내 ‘수산자원보호기관’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생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
-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대책’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허가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 ‘수산자원보호기관’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 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무적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정에 따르면, 양어장‧양식장 이용, 어업 허가는 ‘수산자원보호기관’의 검토를 거쳐 ‘비상설
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어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수산자원보호기관’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검사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별도의 ‘배등록 및 운항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 양어장, 양식장을 이용하는 기업은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어업 허가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산물 수출 시 정해진 ‘자원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1)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년 1회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상설 입법기관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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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와 수산물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호구역,
보호시기 등도 명시하고 있다.a)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 ‘수산자원특별보호구’를 명시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의 경우
해당 기업도 관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수산자원 포획, 채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명시했다.
- 수산자원 종류별 보호 시기, 크기 규정, 사용 어구도 규정하고 있으며 ‘밑층뜨랄(밑층트롤: 저인망)’,
‘트지(틀망)’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어구와 수산자원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은 출어할 수 없으며 금지된 품목은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규정’ 주요 내용
목적
적용 대상
지대수산자원
보호기관

관리

지대비상설

기관

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양어장‧

이용
허가 및
비용

양식장
어업 허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통해 수산업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어, 양식하거나 생산, 수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 투자기업, 개인
(기능)지대 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지도
(권한)지대 내 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일체 업무 관리, 감독, 통제
(기능)지대 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 협의
(권한)양어장‧양식장 이용권, 어업허가 등 중요사항 승인 등
(허가 절차) ‘지대수산자원보호기관’ 검토-‘지대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승인 후 이용
등록증 발급
(비용)정해진 사용료 납부
(허가 절차) ‘지대수산자원보호기관’ 접수-‘지대비상설개발심의위원회’ 승인
(비용) 별도의 규정 없으나 수출 시 정해진 ‘자원비’ 납부
‧ 수산자원의 종류별 보호시기에 해당 수산자원 채취, 어로

금지 사항

‧ 정해진 크기에 이르지 못한 수산자원 채취, 어로
‧ 연해에서 ‘밑층뜨랄(밑층트롤: 저인망)’, ‘트지(틀망)’ 등 금지된 어구와 어로 방법을
이용하여 수산자원 채취, 어로

출처: 각주 a)의 인쇄본 내용을 재정리

■ 규정 위반 시 벌금, 변상 등 행정적 제재와 북한 형법에 의거한 형사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a)
-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 중지, 변상, 몰수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상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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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및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대수산자원보호기관’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법률출판사(2018),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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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산물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고민과 해결 방안

■ 최근 미국에서는 수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와, 자국의 수산물이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a) b) c) d)
- 수산물은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서 뇌, 심장,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 2회 섭취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인들의 식생활에서는 수산물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
- 그러나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약 60%가 수입 수산
물이며, 자국산 수산물이 가공을 이유로 다시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9년 6월에 진행된 의회 오션위크(Capitol Hill Ocean Week:
CHOW) 에서는 수산물에 관한 주제가 두드러졌다.
- 의회 오션위크는 미국 해양보호재단(National Marine Sanctuary Foundation)이 매년 의회 의원과,
정부 인사,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 초청하여 미국의 해양수산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이다. 금년도에는 ‘수산물 무역 적자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좌장은 수산물 소비
및 국민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산물 영양 협회(Seafood Nutrition Partnership)의 대표인
린다 콜니쉬(Linda Conrish)가 맡았다.

■ 미국의 지속적인 수산물 무역 적자는 침체된 양식업, 수산물 안전성, 부적절한 규제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a)
- 듀크대학교 환경경제학 교수인 마틴 스미스(Martin Smith)는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산물 무역
적자 구조는 미국 수산업이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주요 사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 마틴 스미스가 언급한 사안은 (i) 양식업 침체 원인과 비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 (ii) 미국에서 상당수
소비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보장 체계, (iii) 불공정한 규제가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iv) 미국의 수입이 빈곤국의 수산물 소비 제한 가능성 등으로 미국의 수산물 수입이 확대된
현상과 원인 그리고 파생된 문제점들을 조명하였다.
- 더불어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산 정책을 효과
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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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또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양식업 성장을 도모하고 자국
내 수산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a) d)
- 북미 수산물 유통업체인 하이 라이너 푸즈(High Liner Foods)의 지속가능 경영본부 빌 디멘토
(Bill Dimento) 상무는 수산물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양식업을 중심으로 수산물 공급 확대를 모색
하고, 자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양식 수산물은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양식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양식업자들의 책임 있는 경영을 강조하였다.
- 한편, 1990년대 미국의 수산물 가공 시설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주문하였는데, 이는 자국의 수산물이 해외 가공 시설로 반출되는 상황에 대한 범국
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국내 수산업계도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금번 의회 오션위크 논의를 통해 미국은 수산물 무역의 구조적 문제와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산업의 생산력을 점검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수산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국 수산업계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국내 수산업도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자급률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에는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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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forbes.com/sites/linhanhcat/2019/06/25/how-do-we-sustainably-addr
ess-the-u-s-seafood-deficit/#21ec5cd86ea1(2019.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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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 낚시와 상업적 어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

■ 낚시인과 어업인의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a)
- 선진국 인구의 약 10%가 낚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약 2억 명 정도로 추산된다. 낚시 인구수는
상업 어업인 수보다 약 5배 정도 많다. 이로 인해 낚시인구와 어업인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갈등 해결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위해 유어낚시와 상업적 어업의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어업과 낚시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어업관리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a)
- 현재의 어업 관리는 상업 어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어낚시분야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는
간과하고 있다.
- Arlinghaus et al에서는 유어낚시와 상업적 어업이 양립할 수 있는 어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낚시인을 수상생태계 및 어업관리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어업인 보호를 위해 낚시인의 낚시
기회를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낚시인을 어족 및 환경 보호 정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어업 관리가
필요하다.
- 둘째, 낚시인 단체 및 기구를 조직화하여 어업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낚시인은 클럽 또는 단체에 속해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낚시인 조직이 어업관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셋째, 지역수준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어구 제한 및 최소체장 제한과 같은
일반화된 관리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지역 어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업 및 자원이 관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낚시인 단체를 참여시켜 어업의 지속성을
개선하고 어업인과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 넷째, 효과적인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수산자원이 감소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제한적인 양륙과, 어업기회를
제공하는 연간 라이센스 발급을 계속하기 보다는 접근 제한 또는 어획물 태그(harvest tags)가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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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은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주기적으로 평가된다는
가정 하에서 실현 가능하다. 수산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낚시인의
자가 보고(self-reporting)체계 확립 및 관련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관리에 대한 낚시인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식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유어 낚시와 상업적 어업의 통합 관리 방안

출처: https://sustainablefisheries-uw.org/managing-recreational-alongsidecommercial/(2019. 7. 16. 검색)

■ 이와 함께 낚시와 어업의 상호 공존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b)
- 낚시와 어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개혁과정에 정부, 과학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낚시와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직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어업인과 낚시인간의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양측의 공정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도 갈등이 해소될 때 가능할 것이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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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UN IU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 2019년 6월, 대만은 UN IUU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a) b) c)
- 지난 6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대만 정부가 IUU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추진해온
정책 개혁을 인정해 대만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대만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POA-IUU)을 수립했다. 또한, 원양산업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했다.
- 대만은 법체계, 어업 관리감독, 추적성, 국제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자국
원양어업법 체계가 국제해양법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종합적 검토를 실시했으며,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를 위해 선박 감시시스템(VMS)을 확대하고 전자 항해일지(logbook)를 의무
화했다. 또한, 대만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선에 대해 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이행하고, 전체 공급
사슬에 대한 향상된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요건에
따라 옵서버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외 항구에 대한 점검계획을 개발했다.
- EU는 대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IUU어업 근절 노력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에서는 IUU어업에 대한 대만의 주요 조치 이외에도 선상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림 1.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해제를 환영하는 대만 정부

출처: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3430&ndb=1(2019. 7.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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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만은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d) e)
- 2015년 EU는 IUU어업 근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만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만의 어업관리는 적절한 어업 감시가 부족하고 제재가 약해 심각한 허점이
있고, 대만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당시 그린피스 동아시아지사 옌 닝(Yen Ning) 해양 캠페이너는 대만이 IUU 어업 사례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정황을 언급하며 EU의 판단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의 IUU어업 목록에 등재된 대만 국적
선박 유퐁 168(Yu Fong 168)이 불법 상어지느러미를 운반한 사실을 고발했으나 대만 정부가 선박의
행적을 알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 2018년 EJF는 보고서를 통해 대만 원양어선에서의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불법어업에 대해 고발
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5월 국제노동기구(ILO) 어업노동에 관한 협약(C188)을 위반하여 억류된
푸성 11호(Fuh Sheng No.11)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피해 선원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선상에서의 폭행, 불법 계약 해지, 최저 임금 규정 비준수 등 다수의 불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불법 상어 지느러미 어업을 하고, 이를 운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하지 않아 IUU어업 근절에 대한 대만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 대만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f) g)
- 대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양어선 세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수산식품 공급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EU의 판단과 대만의 수산업 구조개선은 미래를 향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대만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32억 달러(3조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 만큼 대만 경제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예비 불법어업국 해제에 대한 EU의 판단을 적극 환영하면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만 어선이 다시 국제 규범을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다시금
내려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어업인이 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하다.
- 대만 참치연승협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자국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한편, 과중한 처벌로 인해 어업인에 큰 부담을 안기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불법어업 선박에 대해 어업허가를 압수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원을 잃고 무거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업인으로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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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세계 각지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 IUU어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각국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업계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이번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 대만의 행보가 다른 예비 불법어업국과 세계 원양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은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발 빠른 노력 덕분에 이듬해인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노하우를 전수하며 모범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원양업계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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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배설물, 비료로 활용되어 농사를 짓다

■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양식과 농사를 한 번에 하다.a)
-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이다. 물고기와
농산물을 함께 키우며, 수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어수경재배’로 통용된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생기는 배설물(유기물)을 수경 재배하는 식물의 비료로 사용되고, 식물에 의해
여과된 물을 다시 양식장으로 보내는 친환경 순환 시스템이다.
그림 1. 아쿠아포닉스 순환 시스템

출처: https://www.motherearthnews.com/organic-gardening/aquaponic-gardening-growing-fish
-vegetables-together(2019. 7. 15. 검색)

■ 미국 중심으로 아쿠아포닉스 방식으로 키운 수산물･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b) c)
-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철갑상어 양식장에서는 캐비어와 동시에 상추와 같은 농산물도 생산한다.
철갑상어의 배설물은 물탱크에서 식물 비료인 질산염으로 분해된다. 그 다음 영양분이 풍부한 물은
수로를 통해 온실로 보내지고 상추에 의해 흡수 및 여과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철갑상어 수조로
되돌아온다. 이 같은 자연 선순환 시스템으로 동 양식장 물의 80% 가량은 재활용되며, 캘리포니아와
같이 가뭄이 잦은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에덴워크스(Edenworks)사는 아쿠아포닉스 방식으로 농약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대장균을 포함한 식중독 병원균을 제거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질병 발생률을 25%에서 1%로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기존 농업 방식과 비교해 50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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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뉴욕에 위치한 에덴워크스(Edenworks)사는 아쿠아포닉스 시설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lanabandoim/2019/05/28/how-an-aquaponic-vertical-farm-improved-food
-safety/?fbclid=IwAR0DXlYiNjyVzjdNWwPNoUkoqSvEqsmZD_2L4n-ENlwJMziLd3Smou0hbVA#60a40074
588c(2019. 7. 15. 검색)

■ 우리나라에서도 아쿠아포닉스 관련 협의 및 연구가 서서히 확산 중이다.d) e)
-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수면 어종 중 향어와 메기를 키우는 바이오플락
사육수로 재배한 새싹 인삼이 일반 양액으로 재배된 것과 비교할 때 사포닌이 더 많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는 아쿠아포닉스 기반 내수면 친환경 양식장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만나CE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그리고 충북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아쿠아포닉스는 기존 양식어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과 농산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양식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림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donglimlee@kmi.re.kr/051-79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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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품 이력정보 관리

■ 까르푸(Carrefour), 유럽 최초로 농식품 유통에 블록체인 추적기술을 활용하다.a) b)
- 최근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유럽 식품유
통업체들도 농식품 유통에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Carrefour)는 유럽 최초로 식품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
했다. 소비자의 식습관과 관련된 9가지의 행동강령을 담은 ‘액트 포 푸드(Act for Food)’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투명한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모한다.
-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들이 조작될 수 없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안전한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로서,
식품 유통에 적용될 경우 소비자는 이력추적을 통해 제조･생산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의 상세 정보(날짜, 장소, 유통채널 등)를 얻을 수 있다.
- 즉, 해당 기술을 통해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생산 날짜, 생산지, 유통업체, 유럽
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시간, 먹는 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 까르푸, 기술 적용 후 매출 상승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다.c)
- 까르푸는 닭고기, 달걀, 우유, 과일, 치즈 등 20개 품목에 대한 블록체인 정보를 발표했다. 올해
추가적으로 100개 품목에 대해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육류, 과일, 유제품뿐만 아니라 수산물
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업체는 육류, 우유 및 과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이후,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이후 감귤과의 한 종류인 포멜로(Pomelo) 판매가 급증했으며, 닭의 경우
블록체인 추적기술을 적용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 대비 긍정적인 판매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까르푸는 유럽 전역에 매장을 둔만큼,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이 식품 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오샹(Auchan),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 솔루션을 개발･도입하다.d) e)
- 오샹(Auchan)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국제유통그룹으로 유럽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루마니아 등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13위 식품유통업체이다. 오샹은 식품 유통 과정의 투명
성을 위해 글로벌 식품안전 이력관리 솔루션 업체인 독일의 티이 푸드(TE-Food)와 협력하여 블록
체인 기반의 원산지 추적 솔루션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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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이 푸드의 블록체인 솔루션은 다른 블록체인 추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식품 유통 과정 추적, 물류
정보를 기록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원산지, 생산지, 생산시기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솔루션을 통해 생산지가 검증된 곳인지 알 수 있으며, 상품의
정보에 대해 B2B로 추적할 수 있고, B2C로도 추적이 가능하다.
- 업체는 무엇보다 식품 관련 질병 발생 시 식품 유통망에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식품 전체 이력을 즉시 볼 수 있으므로 리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오샹은 현재 베트남에서 최대의 농장 간 추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AEON), CP그룹,
롯데마트, 빅씨(Big C) 등 세계적인 식품대기업을 포함한 6,000개의 회사가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기농 당근, 감자 등 채소부터 육류까지 솔루션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에도 솔루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단기술과 결합해 확산되고 있는 식품 이력정보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다.
- 세계적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식품 유통에 접목해 이력정보에
대한 관리가 발전･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농식품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QR코드를 사용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미국의 월마트(Walmart)나
샘스클럽(Sam’s club)도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식품유통에 적용했다,
- 현재 유럽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상품유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또한,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식품 유통업계도 식품 생태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노력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이력추적기술을 식품 유통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신선식품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핀 두 사례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머지않은 시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유럽을 비롯해 식품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상품 품질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력정보 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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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www.carrefour.com/current-news/carrefour-launches-europes-first-food-bloc
kchain(2019. 6. 28. 검색)
b) https://actforfood.carrefour.com/our-initiatives(2019. 7. 4. 검색)
c) https://www.esmmagazine.com/technology/carrefour-says-blockchain-tracking-boos
ting-sales-of-some-products-75860(2019. 6. 28. 검색)
c) https://medium.com/te-food/european-retail-giant-auchan-implements-blockchainbased-food-traceability-on-international-scale-5bd958b68192(2019. 7. 4. 검색)
d) https://www.auchan-retail.com/wp-content/uploads/2019/02/28112018_tracabilite_al
imentaire_auchan_retail.pdf(2019. 7.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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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수산종자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 활발히 진행

■ 영국 벤치마크는 유전자를 활용해 틸라피아 질병의 돌파구를 찾았다.a) b)
- 양식 보건･영양 및 유전학 연구기관인 영국 벤치마크 홀딩스(Benchmark Holdings)는 최근 틸라피아의
연쇄구균(Streptococcus)감염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벤치마크는
이러한 발견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 연쇄구균은 틸라피아 생산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이며, 해당 연구는 감염과 함께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 틸라피아의 질병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양식용 생산에 접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20년에는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벤치마크 최고 경영자는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 도입으로 틸라피아 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한편 벤치마크의 유전연구 책임자는 틸라피아에 관한 유전적 연구는 수년간의 투자와 주요 양식어종에
대한 최첨단 육종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연쇄구균에 감염된 틸라피아

주: 연쇄구균에 감염된 틸라피아는 불투명한 눈(두꺼운 화살표), 꼬리지느러미(삼각표) 및 비늘(화살표)의 부식, 복부 팽만
(별표)의 증상을 보임
출처: http://www.fis.com/(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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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c)
- GSP(Golden Seed Project)는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부문과 함께 수산부문의 종자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
- GSP 수산종자 사업단에서는 광어, 전복, 김, 바리류와 같은 다양한 품종에 대한 우량종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가운데 하나는 국내 광어 양식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쿠티카1)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개체 및 가계를 선발하여 내병성 종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중에도 백신을 사용해 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해당 연구를 통해 광어종자의
스쿠티카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 선발육종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수산종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렇듯 국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수산종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가계 관리, 교배 기술을
활용한 선발육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수산부문의 첨단기술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해외의 사례와 같이 국내 수산분야에서도 선발육종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우솔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kws1324@kmi.re.kr/051-797-4528)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11/benchmark-claims-genetic-breakthrough
-in-tilapia-disease/2019. 7. 11. 검색)
b)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country=0&monthyear=&l=e&id=103609&ndb
=1&df=0(2019. 7. 12. 검색)
c) http://www.gsp.re.kr/rest/Z_019(2019. 7. 11. 검색)

1) 스쿠티카는 광어의 아가미, 피부, 지느러미 등에 침입해 괴사를 유발하며 뇌에 침입하면 대부분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9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지역의 ‘어업인 추천’ 품질 운영관리 제도

■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수산물 품질관리 운영계획은 지역 수산물을 서빙하는 레스토랑을
홍보하여 크로아티아 어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a)
- 크로아티아 달마티아(Dalmatia)지역의 어업인들과 레스토랑은 갤러브 지역협의체(Galeb FLAG)의
지원을 받아 '어업인 추천(Fishermen recommend)'이라는 품질운영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어업인 추천" 품질 운영관리 제도는 지역 어업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그들에게 물질적･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어업인 추천(Fishermen recommend) 품질 운영관리 제도에 참가한 지역 레스토랑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sites/farnet/files/pic_2_fr.jpg(2019. 7. 8. 검색)

■ 지역 레스토랑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면 품질 운영관리 제도의 인증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a)
- 첫째, 레스토랑 운영에서 수산물 식자재를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둘째, 수산물이 포함된
음식을 두드러진 상품으로 메뉴에 나타내야 한다. 셋째, 영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없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수산물로 만들어진 몇 가지 요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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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산물 품질관리 제도는 고부가가치 수산물만 소비뿐만 아니라 저평가되는 수산물을 요
리함으로써 잡어로 분류되는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 어업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 또한, 갤러브 지역협의체(Galeb FLAG)는 소셜 미디어(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지역
및 전국 미디어를 통해 이 계획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업인, 레스토랑 운영자,
그리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

■ 갤러브 지역협의체(Galeb FLAG)는 이 품질 운영관리 제도 덕분에 크로아티아 남부
지역이 새로운 미식 관광지로 홍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a)
- 이 계획의 목표는 타 지역의 수산물을 지역 수산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구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현재 26명의 어업인과 12개의 레스토랑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고, 지역의 많은 레스토랑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지역 어업인들이 수산물을 신선하게 레스토랑에 제공하고, 레스토랑은 더 나은 가격
으로 수산물을 수매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 어촌 지역에서도 지역 어업인과 지역 음식점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어촌 지역에서 어업인과 어촌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역 음식점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요리하여 판매하는 지역 수산물 보증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의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득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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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good-practice/short-stories
/new-quality-label-croatia-promotes-restaurants-serving_en(2019. 7.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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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U와 FTA 체결로 대 EU 새우 수출 증가 기대

■ 2019년 6월 30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a) b)
-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은 EU 상품의 6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한편, EU는 베트남 상품의 7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7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 특히, EU･베트남 FTA로 인한 특혜 관세는 베트남의 대 EU 새우 수출의 확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a)
- 현재 베트남의 냉동 참새우(frozen prawn)의 대 EU 수출에 따른 관세는 20%가 적용되나, EU･
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0%로 줄어든다.
- 또한, 베트남 수산물수출 생산협회(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에 의하면 EU･베트남 FTA는 올해 베트남의 대 EU 새우 수출을 4~6%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 베트남 공장의 새우 생산 라인 전경

출처: https://vietnamnews.vn/economy/522295/vasep-viet-nam-to-gaingrowth-in-shrimp-exports-to-eu.html#vfcksyeeWUMErCAW.97(2019.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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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U･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일부 새우 제품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a)
- 베트남의 냉동 참새우가 아닌 다른 새우 제품의 경우, 베트남의 대 EU 수출에 따른 관세 인하는
3~5년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새우 가공품은 7년 동안의 관세 인하 일정에 의해 협정 세율이
줄어든다.

■ 그러나 EU･베트남 FTA에 참여하려면 베트남은 수산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a)
- 베트남의 수산 부문에서 EU･베트남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또한, EU･베트남 FTA 협정에서 노동 규정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기업은 동 FTA 협정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EU･베트남 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의 원산지 관리, 품질 및
노동 등에 관련된 규칙과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김태진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tjkim@kmi.re.kr/051-797-4762)

참고자료

a) https://vietnamnews.vn/economy/522295/vasep-viet-nam-to-gain-growth-in-shri
mp-exports-to-eu.html#dSzeTi6m4zMh5T3h.97(2019. 7. 10. 검색)
b)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evfta-eu-vietnam-trade-relations.html(2019.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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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대구 자원량, “위험” 수준으로 하락

■ 국제 해양개발 위원회는 최근 북해 대구 자원량이 “위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밝혔다.a)
- 국제 해양개발 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해의 대구 자원량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harvested unsustainably)” 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 ICES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2020년 대구의 어획량이 10,457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권고
하였으며, 이는 2019년 설정된 대구의 총 허용어획량(TAC, Toal Allowable Catch)인 2만 9,437톤
보다 약 64% 감소한 수준이다.

■ 해상 폐기와 과잉 어획이 북해 대구 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a) b)
- 대구는 북해에서 생태학적･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어종으로 영국이 약 40%의 쿼터를 할당받아 어획하고
있다. 영국에서 어획된 북해 대구는 2017년 해상 폐기 금지(discard ban)에 대한 조치에 따라 양륙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해상에서 폐기되고 있어 남획을 야기하고 있다.
- 또한, 2013년 북해 대구에 대해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
에서 어획하도록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매년 MSY를 초과한 수준에서 어획되어 대구 자원은
심각한 수준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 WWF 등 비정부기구는 영국 정부에 북해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요청
했다.b)
-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그리고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등은 영국 정부에 대해 북해 대구 자원의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 2019년 설정된 TAC의 하향 조정
‧ 어획 및 혼획 모니터링을 위한 온보드 카메라(on-board cameras)와 센서 도입
‧ 목표 어종 어획과 어린물고기 어획 방지를 위한 선택적인 어구의 의무 사용
‧ 대구 산란지역과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양 보호구역의 선정
- 또한, WWF, 클라이언트어스, MSC는 과학적으로 권장되는 수준 이하에서 어획하도록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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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대구 자원 회복을 위해서 영국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a) b)
- 북해 대구 관계자들은 ICES의 발표가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며, 대구 자원 감소는 장기
적인 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수년간의 정책 결정의 결과
라고 말했다.
-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번이 진짜 위기임을 깨닫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급히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성현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shaef@kmi.re.kr/051-797-4558)

참고자료

a) https://www.bbc.com/news/uk-scotland-48798925(2019. 7. 15. 검색)
b) https://www.mcsuk.org/news/cod_collapse(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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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새우 수입량 80만 톤 초과 예상

■ 중국의 새우 생산량이 1백만 톤을 초과하여 세계 생산량의 26%를 차지하였다.b)
- 2018년 전 세계 새우 총생산량은 500만 톤을 초과했고, 그중 83%를 주요 생산국들(중국 26%,
베트남 15%, 인도 14%, 에콰도르 13%, 인도네시아 9%, 태국 6%)이 차지하였다.
- 2018년 중국의 새우 생산량은 1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중국이 새우 수입국으로 변모하면서 올해 수입량은 8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a) b)
- 2018년 중국 새우 수입량은 16만 2천 톤이었는데, 2019년 1분기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
수입량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새우의 평균 수입단가가 킬로 당 미화 5.95달러로 전월 대비 미화 0.20달러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5월 중국의 새우 수입은 4월 대비 17% 증가한 4만 7,000톤, 미화 2억 8,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중국의 새우 수입량이 8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냉동 새우 수입량 및 평균 수입단가 추세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6/26/chinas-shrimp-imports-in-may
-jump-17-to-47000t/(2019. 7.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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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인도, 아르헨티나 등이 중국 시장의 주요 새우 공급국으로 떠오르고 있다.a) b)
- 2018년 에콰도르가 수출하는 새우 중 62%인 20만 톤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지난 5월
수출량은 2만 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하였다.
- 인도산 새우의 대중국 수출량은 1만 2천 톤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하였고, 아르헨티나산 새우의
대중국 수출량은 2,000톤으로 전월 대비 15% 감소하였다.

표 1. 對중국 주요 냉동 새우 수출국(2019년 5월)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6/26/chinas-shrimp-imports-in-mayjump-17-to-47000t/(2019. 7. 3. 검색)

■ 중국 정부의 밀수 단속과 가공품 수출 증가로 향후 중국의 새우 수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b)
- 최근 중국의 새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밀수 단속 강화로 국경무역 대신 세관을
통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새우 원재료를 수입하여 새우 살, 꼬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새우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준혁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sky3422@kmi.re.kr/051-797-4914)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6/26/cnas-shrimp-imports-in-may-jump
-17-to-47000t/(2019. 7. 3. 검색)
b) http://www.zgny.com.cn/ifm/consultation/2019-5-21/556360.shtml(2019. 7.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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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율 10% 인상이 가져올 식품 소비의 변화

■ 일본 정부,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a) b)
-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연 2%)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교육,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위해 증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14년 4월, 1차 소비세 인상(5%→8%) 당시 소비양극화의 심화,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 등이
발생했다.1) 그러나 이번 2차 소비세 인상 시에는 증세 이전 先수요(사재기수요) 및 증세 이후 소비
격감의 반동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소비품목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2), 비(非)현금구매에 대해 일정
기간 2% 포인트 환원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개인소비에 대한 타격이 ’14년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일본 소비세율 인상으로 전보다 가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c)
-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만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산업 전반적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며 가계
소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신문은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하여 2014년 소비
세율 인상 때보다 가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했다.
- 일본 광고기획사인 하쿠호도(博報堂)는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0~60대 2,369명을
대상으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인식･행동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소비세율 5%에서 8% 인상되었을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가에 대하여 5단계로 질문한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 ‘다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71%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담을 많이 느끼며, 20대 여성은 76%, 30대는
77%, 40대는 81%로 나타났다.

1) 현행 8%로 소비세 인상이 실시된 직후인 2014년 4~6월 기준 일본의 국내 개인소비는 실질 약 14조 엔 감소하였으며,
소비가 증세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음
2) 경감세율은 외식과 주류를 뺀 식료품과 주2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에 한해 소비세 10%가 아닌 8%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점포 내 외식은 경감세율 제외에 해당되지만 테이크아웃 식품은 경감세율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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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질문 1)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전회보다 큰가?

출처: 일본경제신문,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288270Z10C19A6000000/(2019. 7. 2. 검색)

- 또한, 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하여 실천할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외식 등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것이다.’가 34%로 복수선택 응답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돈이 안 드
는 여가생활을 할 것이다’ 29%, ‘부업이나 용돈벌이를 할 것이다.’ 21%, ‘현금만 결제 가능한 점포
를 피한다.’ 20%, ‘포인트 부여가 높은 신용카드로 바꾼다.’, ‘휴일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
각각 19%, ‘포인트 환원률이 높은 가게에서 쇼핑한다.’ 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
어볼 때 올해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으로 일본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식품의 경우
외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지난 5~6년간 일본은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가운데, 이번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또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대(對)일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 소비세 인상 직전의 막바지 수요로 10월 전까지는 소비지출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일본 소비자의 지갑이 굳게 닫힐 것으로 보인다. 식품 소비의 경우 외식과 주류를 뺀 식품 전반에
있어서는 8%의 기존 소비세율이 적용되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및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외식 수요에 대한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소비자 절약 지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정식 수요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조리를
위한 식료품, 특히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타 식료품에 비해 구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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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외식 수요 감소로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을 재현한 가정간편식 또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테이크아웃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對)일 수산물 수출 시 품목 선정,
제품 개발, 가격 설정 등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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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2018008&wlog_sub=svt_026
#csidx8d383f190a1c76f8226ce17a511a3d4(2019. 7. 2. 검색)
b)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
2&dataIdx=174958(2019. 7. 2. 검색)
c)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288270Z10C19A6000000/(2019. 7.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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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한 말레이시아 수산물 수출 시장
■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트렌드 선도국이자 수산물 수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기대된다.a)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인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와 인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랄을 비롯한 종교적 식품 소비 시장으로서 테스트 마켓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통적 수산물 소비 강국,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 c)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수산물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2kg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 아울러 수산물 생산은 2017년 기준 2백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16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해면 어류와 해조류, 새우, 참치, 멸치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말레이시아 소비 인구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의 금융 위기를 회복한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소비의 고급화, 친환경 소비 등 소비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고급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말레이시아 수산물 시장의 키워드는 ‘화교 중심’과 ‘할랄 인증’이다.a) d)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 인구는 약 3,202만 명으로, 말레이계(68.8%), 중국계(23.2%), 인도계
(7.0%), 기타(1.0%)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종에 따른 선호 수산물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계는 어류를 중심으로 중저가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의 경우 어류를 비롯한 고급 어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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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소비의 경우 구매력 높은 중국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수산물 전체의 70%를 중국계가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계의 비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또 다른 시장 특징으로는 할랄 인증을 손꼽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말레이시아 시장 내 할랄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선어, 활어 등 원물 및 냉동･냉장･건조･필렛 등 저차가공 수산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할랄 식품
이라는 인식 하에 할랄 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통조림, 어묵 등 고차가공품의
경우 할랄 인증이 중요 시 되고 있었다.
- 상대적으로 중국계를 비롯한 비(非)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할랄 인증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할랄 제품의 청결, 안정성 등과 같은 이미지로 인해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말레이시아 수산물 시장,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 수산물 소비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경제성장 및 소득 수준 향상, 한류 확대 등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시장으로 매력적인 시장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다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對
ASEAN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장으로 진출
하기 위한 수출 전략국으로서 말레이시아 수산물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말레이시아 내 수산물 소비는 인종에 따라 중저가대의 어종 혹은 고급 어종의 수요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종교에 따라 할랄 인증이 매우 중요 시 되기도 하지만 비(非)무슬림 혹은 중국계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필수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다.
- 말레이시아 수산물 시장에 접근하기에 앞서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과 그
시장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처로서
말레이시아 수산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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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등 수산물 소비 시장의 변화에 주목

■ 중동지역, 향후 5년 간 건강･웰빙 식품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다.a)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산층 확대로
건강･웰빙 식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지출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아랍에미리트(UAE) 내 유통매장에서는 건강을 강조한 프리미엄 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유통 체인인 까르푸(Carrefour)는 유기농 포장 식품으로 구성된 건강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랍에미리트(UAE) 내 북유럽식 식단(Nordic Diet)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a) b)
- 북유럽식 식단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의 식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공된
식품을 제한하고 식이섬유, 불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재료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만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뇌졸중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대표적인 북유럽식 식단의 재료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수산물인 연어, 대구, 송어를 비롯해 슈퍼
푸드(Super Food)로 각광받는 블루베리, 비타민 등이 풍부한 녹색채소류 등이 있다.
- 최근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는 건강한 식이요법을 소개하고 도입하고 있다. 북유럽식 식단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선식품, 유기농 식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 수산물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등장했다.c) d)
- 아랍에미리트의 한 벤처기업이 수산물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씨푸드수크(Seafood Souq)’를
공개하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다. 씨푸드수크(Seafood Souq)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산물 공급 방식으로 야기되는 높은 폐기율, 위변조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시한다.
- 해당 사이트는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를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된 공급자는
원산지, 가격, 품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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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향후 적시 조달(Just in time)방식과 전 과정의 이력추적을 보장하며
참여자들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과정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이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동지역도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
-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식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단이 주목받으며 영양성분이 풍부한 수산물이 주목받고 있다.
- 또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원산지와 영양성분을 살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생산자는 안전성과 신선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키는 방법으로 수산물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등장했다.
- 우리나라 수산물･수산식품 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중동지역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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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e@kmi.re.kr/051-797-4907)

참고자료

a)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19/04/10/Middle-East-to-lead-global
-health-and-wellness-packaged-food-growth-over-next-five-years-Study(2019. 7.
2. 검색)
b) http://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8744&menu_dept2=35&
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
(2019. 7. 2. 검색)
c) https://www.seafoodsouq.com/(2019. 7. 4. 검색)
d) https://www.caterermiddleeast.com/suppliers/ingredients/80647-online-seafoodmarketplace-launches-in-the-uae(2019. 7. 4. 검색)

94 |

국내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성 추출물에 주목

■ 해외 홍합 추출물 시장, 유익한 기능으로 인해 급성장이 전망된다.a)
- 관절염 및 골 관련 질환과 같은 질병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경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뼈와 조직의 민감도를 증가시켜주는 홍합 추출물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홍합 추출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반려견의 뼈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해 홍합 추출물이 함유된 사료에 대한 반려견주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 FMI(Future Market Insights)의 ‘홍합 추출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인해 홍합
추출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
- 홍합 추출물이 사용되는 분야는 건강 보조 식품,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반려동물 사료, 수의약품,
가공식품 등이 있다.

■ 국내에서도 홍합의 특성을 이용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 c)
- 최근 국내에서도 홍합의 성분 및 특성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대장암 수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는 장과 장을 연결한 문합부가 결손되어 장 내용물이
새는 것이었다. 최근 칠곡 경북대병원･카이스트 연구팀은 홍합의 접착 단백질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장 연결부를 보호할 수 있는 문합부 보호제 관련 기술(최소 침습 수술용 접착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
- 또한, 포항공과대학교(화학공학과)와 카톨릭대(의과대학) 연구팀은 홍합접착 단백질이 세포 및 조직
접착이 가능하고 생분해성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홍합접착 단백질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섞어 작은 빨대 모양의 나노섬유 신경도관을 만들어 끊어진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해당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2.5cm 이상 신경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자가 신경 이식이나,
실리콘으로 만든 도관을 이용해 접합했었다. 자가 신경 이식은 신체 다른 부분을 잘라내야 하고
실리콘 도관은 조직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실리콘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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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합접착 단백질･고분자 튜브를 이용한 신경 재생 기술 연구 개념도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38100053?input=1195m(2019. 7. 10. 검색)

■ 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기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 e) f)
- 앞선 홍합관련 연구 사례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의 기능성을 이용하여 식품으로서의
가치 이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는 송어의 정소를 이용한 의약원료(피부 재생 치료제, 점안액, 관절 치료제) 및 굴
추출물을 이용한 양식어류 면역제(항균펩타이드), 그리고 우뭇가사리 추출물을 이용한 체지방 감소
식품 생산기술 등이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최근 2~3년 이내에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수산물의
기능성 추출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다양한 수산물이
서식하는 만큼 향후에도 개발 가능한 기능성 추출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국훈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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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식물성 원료 개발, 어류를 대체할 수 있을까

■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16%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a)
- 세계은행(World Bank)의 ｢Fish 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인류의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의 수산물 선호를 충족시키면서, 빈곤층에게 비교적
저렴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전체 동물성 단백질의 16%를 어류가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득 증가에 따라 더 높은 가치의
수산물을 찾음에 따라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수산자원의 남획, 어류양식의 환경 문제, 동물복지 논란 등으로 어류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
- 어선어업의 경우, 상업화･대형화된 트롤어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류의 남획(overfishing)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양식어업도 그 성장의 이면을 보면, 어류양식장 해역의 환경오염, 각종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병 발생, 야생 생태계의 교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 또한, 어류가 어획되어 죽을 때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 등 어류복지(fish welfare)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어류 역시 고통과 두려움을 포함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 한편, 어류가 세계인구 증가, 식량안보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식
되고 있으나, 양식을 통해 생산된 어류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지역)에 적절히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육류의 경우 식물성 기반의 대체원료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 c)
- 최근 적색육(red meat)의 대안으로서 쇠고기의 맛과 질감을 모방하여 만든 식물성 원료 기반의
(plant-based)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임파서블 푸드
(Impossible Foods)는 물, 농축 콩단백, 코코넛 및 해바라기유, 감자 단백질,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패티를 만든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를 2016년에 상용화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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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비욘드 미트(Beyond Meat)에서 출시한 비욘드 버거(Beyond burger)는 핵심 단백질원을
콩이 아닌 완두콩 분리 단백(pea protein isolate)을 이용하였으며, 고기처럼 보이는 붉은 색 육즙은
비트(beet) 추출물을 이용하였다. 이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폭등하였고,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하였다.
- 이러한 채식주의자(vegan)를 겨냥한 식물성 원료 기반의 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임파서블
푸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 있는 5,000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제휴하여
델 타코(Del Taco)를 포함한 식품기업, 레스토랑, 식료품점에 식물성 기반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

그림 2. 비욘드 버거(Beyond burger)

출처: https://www.cnet.com/news/beyond-meat-vs-impossible-burger-whats-the-difference/(2019. 7. 14. 검색)

■ 어류에 있어서도 식물성 대체원료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 유망산업으로서 성장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b)
- 육류만큼 활발하지는 않으나 어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 개발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오션
허거 푸드(Ocean Hugger Foods)는 토마토를 원료로 한 식물성 참치제품(Ahimi), 당근을 원료로 한
식물성 연어제품(Sakimi)을 개발하였다. 2017년 말부터 미국의 레스토랑과 아마존 소유의 홀푸드
마켓에서 이 식물성 원료의 대체 수산물을 이용한 초밥이 판매하고 있다.
- 줄기세포(stem cells)를 이용한 혁신적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와일드 타이프(Wild Type)는
연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시오크
미트(Shiok Meats)는 새우, 게, 바다가재를 포함한 세포 기반의 갑각류를 개발 중에 있다.
- 아직 어류에 있어서 대체원료를 이용한 인공식품 개발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에서 다양한 어류 대체식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 확대,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
등에서 성공적인 산업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이다.
1)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onsumer Electronics Show(CES) 2019’에서 Impossible Burger 2.0은 쟁쟁한
IT기업을 제치고,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Best of the Best)로 선정되었다(https://finance.yahoo.com/news/clean-swe
ep-impossible-burger-2-165000531.html, 2019.7.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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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어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라이프스
타일 변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응하여 어류 대체식품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식물성 원료로 만든 참치제품(Ahimi)

그림 4. 식물성 원료로 만든 연어제품(Sakimi)

출처: https://oceanhuggerfoods.com/(2019. 7. 14. 검색)

이헌동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
(lhd7729@kmi.re.kr/051-79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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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tps://finance.yahoo.com/news/clean-sweep-impossible-burger-2-165000531.html
(2019.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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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공품 및 숙성 기술 개발을 통한 활선어 소비 확대 노력

■ 일본, 양식어류를 재료로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a) b)
- 에히메현과 히로시마현 사이 이와기섬에 위치한 어류 양식업체 우라수산은 최근 오사카에서 개최된
‘에히메 페어’에서 양식 참돔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였다.
- 이 업체는 양식 참돔을 활어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2000년부터는 필렛으로 가공하여
판매를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1차 가공에서 벗어나 찜･구이용 도미, 도미 된장, 도미 튀김 등
고차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확대를 목표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여 간편하게 취식이 가능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 중에 있으며, 제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는 지역 판매 중심이지만, 앞으로 배송 판매가 가능한 가공품의 장점을 활용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SNS를 이용하여 가공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양식 참돔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2297(2019. 7. 10. 검색)

■ 숙성 기술 개발을 통한 뛰어난 품질의 선어가 공급되고 있다.b) c)
- 일본 외식업 초밥 전문회사 ‘우오가시’를 대표 브랜드로 두고 있는 닛판그룹은 우수한 품질의 선어
공급을 위해 ‘에이징 시트’를 통해 숙성시킨 제품을 7월 1일부터 전국 32개 점포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쿄에 위치한 자회사의 가공공장에서 숙성･가공을 담당하며, 최근 개발된 에이징 시트를 사용하여
숙성 후 매장으로 공급된다. 생선 구입에서부터 숙성･가공을 거쳐 매장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유통
경로는 초밥체인 업계에서는 최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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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 시트를 이용한 숙성은 2016년 육류에서 먼저 이용되었으나,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 어류 숙성에도 시도되었다고 밝혔다. 숙성 후 보존성이 높아 식품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양식 생선 특유의 냄새를 억제해주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치는 21일간,
연어는 10일간, 참돔은 7일간 각각 숙성 후 매장으로 공급된다.
- 추후 오징어와 가리비 등을 숙성 공급하는 등 대상 어종을 늘릴 계획이며, 어종별로 최적의 숙성
기간을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숙성된 선어로 만든 초밥

그림 3. 에이징 시트를 이용한 숙성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2683(2019. 7. 11. 검색)

■ 우리나라도 활어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횟감용(연어, 참돔, 민어, 방어 등) 활어 수입의 증가에 따라 국내 양식산 활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양식어류인 광어, 우럭의 산지 가격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2019년 6월
기준: 광어 –24%, 우럭 –17%)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활어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
된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영쇼핑을 통한 광어 선어회 판매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며 단기간에 품절되어 판매가 종료된 바 있다.
-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선어 형태로 판매된 제품의 품질에 실망하는 등 활어회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맛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 이처럼 국내 양식어류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편리
함을 갖춤과 동시에 뛰어난 품질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남호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nhkim@kmi.re.kr/051-797-451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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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대서양, 일렉스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가격 상승

■ 2019년 남서대서양 일렉스 오징어의 생산 부진이 이어졌다.a) b)
- 일렉스 오징어(Illex squid)는 남서대서양을 회유하는 어종으로 국제 오징어 생산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렉스 오징어의 경우 아르헨티나 EEZ(Exclusive Economic Zone)와 서남대서양
공해에서 잡히고 있다. 그중 중국 및 동북아시아의 원양어선들이 공해상에서 일렉스 오징어를 어획
하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및 동북아시아 국가의 어선세력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양륙량은 9만 2,000톤으로 작년 동 기간(10만
7,000톤)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연도별 월별 양륙량 추이

출처: www.undercurrentnews.com/(2019. 7. 10. 검색)

■ 과도한 어획 노력으로 인해 일렉스 오징어 생산 기간 또한, 단축되고 있다.b)
- 해외 원양어선들의 EEZ 외측 공해에서 이른 조업으로 인해 어획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미성숙된
오징어가 조업되고 있다.
- 중국의 어선세력 확장 등으로 인해 공해에서 어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4월까지
이어지던 어획은 올해의 경우 1~2월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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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어획된 오징어는 100~200g 정도의 크기였으며, 2월 말부터 200~300g의
크기가 조업되었다. 그런데 500g 이상의 일렉스 오징어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일렉스 오징어 생산 부진의 여파로 높은 가격 유지되고 있다.b) c)
- 2016~2017년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고, 국제 오징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일렉스 오징어의 중간 크기의 가격은 1월 톤 당 2만 6,147위안에서 4월 들어서는 2만 9,000~3만
500위안(4,195~4,412달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서양산 일렉스 오징어뿐만 아니라 태평양 살오징어 또한, 생산 부진을 겪고 있으며, 2019년 페루의
대왕 오징어의 쿼터는 45만 톤으로 작년(61만 톤)보다 감소했다.
- 이에 따라 국제 오징어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가격 상승세 또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일렉스 오징어 가격동향

주: 일렉스 오징어 200~300g 중국 양륙가격
출처: www.undercurrentnews.com/(2019. 7. 10. 검색)

박민지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ming4214@kmi.re.kr/051-797-4516)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4/04/argentinas-illex-squid-season-expected
-to-be-cut-short-after-slump-in-catch/(2019. 7. 10.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6/10/argentine-illex-squid-prices-risingagain-todarodes-catch-good/(2019. 7. 10. 검색)
c) https://gestion.pe/economia/produce-fija-cuota-450-mil-toneladas-pescar-pota-ano26-menor-2018-267724(2019. 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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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K, 저유황유 대응팀 발족··· 저유황유 조기 확보 도모

■ NYK가 2020년 발효되는 SOx 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그룹 내 저유황유 대응팀을
발족･운영한다.a)
- 규제 적합유의 조달 상황이나 선박의 연료 전환 작업 등에 대해 그룹 차원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저유황유 대응팀은 그룹이 운항하는 약 700척 이상을 대상으로 척별 규제 적합유의 정확한 필요량을
정밀 조사해 안정적인 해상운송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 나가사와 히토시(長澤仁志社) CEO는 SOx 규제 대응에 대해 "우리 최대 책무는 고객으로부터 맡은
화물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유황유 대응팀은 양질의 규제 적합유 조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신설된 저유황유 대응팀은 전임･겸임 포함 모두 7명이며, 연료전문가, 환경 규제 전문가, 선박
기관 계열 전문가, 해기사 등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팀을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SOx 규제에 수반하는 연료 전환 시기에 종래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나가사와 CEO)a)
- 올 하반기부터 전 세계 7만 척 이상의 선박 연료가 C중유에서 SOx 성분 0.5% 이하의 규제 적합
유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운과 석유업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돼 연료 수급과
품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 NYK와 그룹 자회사에도 연료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특히 규제 적합유의 조달 상황, 조달
가능 지역(정유사･급유 가능 항만)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고 있다.
-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적합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고객으로부터의 문의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발족해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고 정보 공유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나가사와 CEO).
- 저유황유 대응팀은 SOx 규제 관련 정보발신 시 외부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사내 게시판을 활용해
FAQ(자주 있는 질문)를 작성하는 등 직종에 의한 정보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룹 내에서의 홍보활
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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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K 저유황유 대응팀은 2020년 제도 발효 직후 싱가포르항, 중국 주요 항만들이 저유황유
공급 거점 항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a)
- 금년부터 진행해 온 올 하반기(2019년 10월~2020년 3월)분 저유황유 조달 협상의 경우 수량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수량 기준 시 2019년 7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저유황유 수요의 절반 이상, 중국에서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실정이다.

■ 저유황유 수요는 올 가을부터 확산되면서 12월부터 최고조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a)
- 선사들이 조기 조달을 희망하면서도 선뜻 미리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먼저 정확한 필요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저유황유 대응팀은 사내 다른 부서들과도 긴밀히 제휴하고 배선계획, 선박별 연료탱크 실태, 연료유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해 척별 해당하는 규제 적합유 수요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NYK 연료팀은 이미 1차 용역을 완료했으며 신설된 저유황유 대응팀이 2차 정밀 조사 등 여러
차례 조사를 반복해 연구 정확성을 높히고자 한다.
- 저유황유 대응팀은 규제 적합유의 품질확보를 위해 NYK의 오랜 공급자들에게 샘플 제공을 의뢰했
으며, 확보한 샘플 분석을 통해 연소 안정성과 혼합 안정성의 양면을 체크하고 분석결과를 매트릭
스표로 정리해 이를 해운 관계자들에게 공표･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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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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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115(2019. 7. 1 검색)

영국,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한 야심찬 목표 설정

■ 2025년부터 건조되는 영국 해역의 모든 신조 선박은 자국의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로
에미션(Zero-emission)이 적용된 기술로 설계되어야 한다.a)
- 영국의 너스랫 가니(Nusrat Ghani) 해양부장관(Maritime Minister)은 지난 12일 발표한 영국
정부의 청정해양계획(Clean Maritime Plan)을 통해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영국 교통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는 “우리 해양 분야는 영국 경제 번영에 필수적이나, 문제는
대기질 개선과 배기가스 감축 등과 같은 기후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청정해양계획은 해양 분야에 대한 비전과 함께 새로운 녹색 기술의 세계적인 허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영국 정부는 또한, 제로 에미션 선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저탄소 연료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의도 열릴 예정이다.

■ 영국의 청정해양계획은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대기오염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청정대기전략(Clean Air Strategy) 및 해양 2050(Maritime 2050)
장기 전략의 일환이다.a)
- 청정해양계획에는 해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100만
파운드의 경쟁도 포함되어 있다.
- 이로써 청정해양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시행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 영국은 이미 해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a)
- 하이브리드 여객선은 스코틀랜드 섬을 포함한 영국 해역과 더불어 와이트 섬(Isle of Wight)으로
향하는 솔렌트(Solent)1) 해협 횡단 여행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런던 항만국도 하이브리드 선박을
사용하고 있다.
- 또한, 대기질 전략(Air Quality Strategy)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12일 각 항만별로
공표한 바 있다.
1) 솔렌트(Solent): 영국 본토와 와이트 섬 사이의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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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time-UK2)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 협력으로 탈탄소화(Decarbonisation)에 적극
나서고 있다.a)
- MarRI-UK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BMT그룹의 사라 케니(Sarah Kenny) 최고 경영자는 “청정해양
계획은 영국의 제로 에미션 미래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제로화 도달은 쉽지 않겠지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영국 전역의 기업과 대학들이
MarRI-UK를 통해 협력해 해양 기술력, 특히 탈탄소화(decarbonis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기업, 학계, 정부 간 협력이 청정해양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 주요 항만 그룹의 팀 모리스(Tim Morris) 최고 경영자는 “청정해양계획은 영국 해양 분야의
혁신의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항만산업이 다른 해양 관련 산업과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
들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kmlee@kmi.re.kr/051-797-464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uk-sets-ambitious-targets-to-cut-shippingemissions(2019. 7. 15. 검색)

2) Maritime-UK(MarRI-UK) : 해양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8개 이상의 기업, 1개의
무역협회, 4개 대학의 기술 협력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산업 주도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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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안경비대, 상업용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경고 조치

■ 지난 2월 미국의 상업용 선박이 악성코드 공격을 당해 해안경비대가 이 문제를 조사했다.a)
- 2019년 2월 뉴욕시로 향하는 대형선박이 미 해경에게 선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해안경비대는 사고 대응팀을 보내 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악성코드가 선박 시스템에 감염되어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필수 제어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
었다.
- 그런데도 선박이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박의 중요통제 시스템을 심각한
취약성에 노출되게 했다.

■ 해운업계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공격이 최근 큰 문제로 부상했다.b)
- 사이버 공격자들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합법적인 서신을 보내고, 선박 운영자나 다른 이해관계
자로 하여금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 2014년 해상보험사인 Skuld는 공격자가 수에즈 운하 당국인 척 하고, 선박에 전자메일을 보내
상세한 기밀이 담긴 내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공격자는 선박 운영자를 속이고 가짜 송장의
결제를 요청하곤 했다.
- Skuld는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험은 금전적 손실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선박의 항해 일정 및 운영에 대한 민감 정보를 입수하면 선박의 보안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해상강도 같은 물리적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 미 해안경비대는 선박 및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고 사항을 발표했다.c)
- 지난 5월 해안경비대는 Marine Safety Information Bulletin을 통해 ‘상업용 선박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경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 해안경비대의 문건은 상업용 선박을 대상으로 한
전자메일 피싱 및 악성코드 침입시도에 대해 해운업계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 해안경비대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상의 활동과 보안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선박의 작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염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사이버 공격도 ‘의심스러운 활동 및 보안 위반보고’에
따라 국가 사이버 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NCCIC･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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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경비대는 해당 사용자가 전자메일 메시지에 응하기 전에 전자메일 발신자의 유효성을 확인하
도록 촉구하며,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는 사이버 공격의 효과를 줄이기 위한 사이버 방어 수단을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 해안경비대는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한 기본 조치 사항도 제시했다.d)
- 해안경비대는 모든 선박 및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사이버 취약성의 범위를 인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
-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한 기본조치로 해안경비대는 세분된 세그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사용자별
프로필과 암호의 사용, 외부 저장 매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백신 및 패치의 사용을 제시했다.
- 효과적 사이버 보안 유지는 IT 문제일 뿐 아니라 21세기 해운 환경에서 필수 요소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a) https://www.marinelog.com/news/uscg-issues-cybersecurity-alert/(2019. 7. 11.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u-s-coast-guard-warns-of-cyberattackstargeting-merchant-ships(2019. 7. 11. 검색)
c) https://www.dco.uscg.mil/Portals/9/DCO%20Documents/5p/MSIB/2019/MSIB_004_19.
pdf(2019. 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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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2019. 7.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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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 IMO 환경규제에 따른 해운분야 투자 모색

■ 내년으로 다가온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환경규
제에 따라 세계 주요 투자 자금들이 해운분야와 그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 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최대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한
이래 해운업계는 세계 무역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 일부 선주는 스크러버(Scrubber)로 알려진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고유황 연료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며, 일부는 저유황 디젤연료(low-sulphur marine diesel)로 전환해 대처하고자 하지만
‘IMO 2020’규정이 적용되면, 모든 선사에 난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배출량 상한 설정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
및 해운 산업의 일부에 대해 익스포져(exposure)를 늘리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투자자금을 마련
하고 있다.

■ 미국계 펀드 브레이크웨비브 어드바이져(Breakwave Advisors)의 존 카소나스(John
Kartsonas) 경영 파트너는 무역 증가율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해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IMO 2020은 운임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a)
- 브레이크웨이브(Breakwave)는 지난해 IMO 2020을 기회로 이익을 창출하고자 건화물선 벌크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상장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 카소나스(Kartsonas)는 “IMO 환경규제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드물며, 선대 증가폭의
감소, 저속운항(slow steaming)이나 항만 체선은 운임을 10년래 최대치로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운임을 추적하는 발틱거래소(Baltic Exchange)의 주요 해상 운임 지수는
금융 위기 이후 2008년 1만 1,793 포인트에서 700 포인트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약 1,500 포인트
대를 기록 중이다.
- 벌크선은 전 세계 선박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장 노후화된 선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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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국 헤지펀드 스월랜드 캐피털(Svelland Capital)은 새로운 IMO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
- 토로 스월랜드(Tor Svelland) 최고운영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 CIO)는 IMO 2020이
밸러스트수 처리와 함께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급충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 스월랜드 캐피털(Svelland Capital)은 7월 중 석유파생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겨냥한
IMO 2020을 기반으로 하는 ‘IMO 다이렉트 익스포져 펀드(IMO direct exposure fund)’를 출시
했다.
-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케네스 트베터(Kenneth Tveter)는 이번 규제가 이제까지의 석유
분야 최대의 규제이며, 해운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와 관련, 2020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저유황 연료(low-sulphur fuel)가 생산 가능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업계 컨설턴트들은 전 세계 약 6만 척의 선박 중 2020년까지
3~5% 정도만 스크러버를 장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또한, 고유황 연료(high-sulphur fuel)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한데, 이는 서로 다른
연료 등급이나 연료를 생산하는 원유 유형에 따라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편 IMO 2020의 영향으로 중국도 7월 4일 저유황 연료유에 대한 선물계약을 연말까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덜란드의 자산관리회사인 로베코(Robeco)는 대량의 저유황 디젤(low-sulphur diesel)을
생산할 수 있는 정유소에 투자하고 있다.b)
- 로베코(Robeco)는 저급 연료유를 증류액(distillates), 옥탄(octane) 및 저유황 연료와 같은 고부
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유닛을 갖춘 소위 복합 정유회사(complex refineries)를
투자 대상으로 선택했다.
- 영국 자산관리회사인 아비바 인베스터(Aviva Investors)의 이머징마켓 책임자인 알리스테어 웨이
(Alistair Way)는 규제에 따른 저유황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정유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태국 석유(TOP.BK)와 S-오일과 같은 아시아 정유사들은 중간유분(middle distillates)을 많이
생산하고, 고황유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적절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 헤지펀드 시에프 파트너(CF Partners)는 다양한 원유 간 가격 차이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보니 라이트(Bonny Light)나 미국 셰일(Sheale Light)과 같은 원유가 기존
원유들에 비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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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사모펀드 Dee4 Capital Partners는 1억 달러를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펀드를 창설하고 2년 투자 기간 내에 자본을 투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b)
- 이 같이 최신 사모펀드가 새로운 자산 인수 및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전 BW Group의
CEO였던 카르스텐 모르텐센(Carsten Mortensen)과 Tankers의 공동 설립자 프레디 리(Freddie
Lee)가 설립해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Dee4 Capital Partners는 7월부터 4,100만 달러의 기금조성을
시작했다.
- 펀드의 17개 투자자는 재단, 재단 관련 회사와 해운분야 임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덴마크 상사등
록처(Deutsch Register of Companies)에 따르면 Dee4 Capital은 5개 회사가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모르텐센(Mortensen)의 CAMO capital, 그리고 이전 머스크(Maersk) CEO 닐스
앤더슨(Nils Smedegaard Andersen)이 설립하고 운영한 투자기구 Teix Partners가 각각 5%와
9.99%의 지분을, 싱가포르의 해운기업 Global United Shipping, 제화업자 Ecco 및 LF
Investments는 각각 10~1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펀드의 첫 번째 거래는 저유황 연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규제인 IMO 2020 덕분에 가장 유망한
해운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석유제품운반선 3척의 인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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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hedge-funds-chart-course-through-imo-2020
-storm/(2019. 7. 10. 검색)
a)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8074/New-maritime-fund-on
-investment-trail(2019. 7.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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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박 기인 환경오염에 대한 논쟁

■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 은 2019년 크루즈 선사들의 등급을 발표했다.a) b) c)
- 지구의 벗은 2019년 크루즈 선사들의 등급을 6월 27일 발표했다. 2년(2017∼2018)간 4가지
주요 평가 요인인 하수처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 알래스카법 상의 수질 기준 준수 및 회사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16개의 주요 회사의 185척 크루즈 선박을 평가했다.
- 지구의 벗은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A에서 F까지의 6가지 등급 중 ‘D‘와 ’F‘등급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루즈 선박의 이용은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1. 지구의 벗의 크루즈 선사 평가
크루즈 선사

하수 처리

대기오염
감소

법적 수질
준수

투명성

Disney Cruise Line

A

D+

A

A

A-

Norwegian Cruise Lines

A

D-

A

F

C-

Celegrity Cruise Lines

A

D-

N/A

F

D+

Silversea Cruise

D

F

A

F

D

Royal Caribbean Int’l

A

F

N/A

F

D

Regent Seven Seas Cruises

C-

F

A

F

D

Oceania Cruises

C-

F

C+

F

D-

MSC Cruises

C-

F

N/A

F

F

Seabourn Cruise Line

A

F

B+

F

○

F

P&O Cruises

D-

F

N/A

F

○

F

Costa Cruises

F

F

N/A

F

○

F

Princess Cruises

B

C

A-

F

○

F

Holland America Line

B+

D-

A

F

○

F

Cunard Cruise Line

A

F

N/A

F

○

F

Curstal Cruises

F

F

N/A

F

Carnival Cruise Lines

F

D

A

F

출처: https://foe.org/cruise-report-card/(2019. 7.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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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유무

2019
등급

F
○

F

- 해당 평가 기준은 기 언급한 것처럼 총 4가지이며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인
하수처리의 경우 고급 하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크루즈 선의 숫자가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경우 육상전력(AMP)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또한,
스크러버 설치 여부는 기준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시스템이 대기오염을 수질오염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 세 번째 기준은 알래스카법 상의 수질 기준 준수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알래스카 환경부가 각 크루즈 선사에 통보한 개별 크루즈선의 위반사항을 활용했으며, 만약 크루즈
선사의 모든 크루즈 선이 알래스카를 운항하지 않거나 알래스카 해역 외부만을 운항했다면 ‘N/A‘로
평가되었다.
- 마지막으로 회사 투명성의 경우 각 크루즈 선사의 환경 관행에 대해 지구의 벗이 정보 요청 시
응답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다.

■ 크루즈 선사들은 지구의 벗이 발표한 평가에 반발하고 있다.a) b)
- Carnival Corporation의 Roger Frizzell수석 부사장 겸 COO는 적절한 수준의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는 단순히 기금 모금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업체의 50%
이상 크루즈 선박이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시스템 및 육상전력 연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음을
밝혔다.
- 또한, MSC의 Paige Rosenthal 대변인은 환경 관련 기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당사 크루즈
선은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시스템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을 비롯한 선박 기인 환경오염 요인에
관한 모든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Megas King 대변인은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가
크루즈 산업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담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그러나 크루즈 선박이 해양 및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 e) f)
- 크루즈 선박이 폐기물 처리에서부터 소음 발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해양 및 대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
- Transport & Environment(T&E)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유명 항구도시에서는 260만대 이상의
차량이 내뿜는 황산화물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들이 크루즈 선박에 의해 배출된다는 것이다.
- 특히 크루즈 선이 장시간 정박하는 관광 도시의 경우 오염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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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선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Carnival Corporation 및 자회사 Princess의 크루즈
선이 저지른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이다. 해당 업체의 크루즈 선은 수년간 비닐 등의 폐기물을 공해에
버리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Carnival Corporation에게는 2천만 달러, Princess의 경우 4,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림 1. 크루즈 선박 오염도가 높은 유럽 항만 도시

출처: https://www.greencarcongress.com/2019/06/20190609-te.html(2019. 7. 4 검색)

■ 우리나라도 크루즈 선박 기인 오염 문제가 예외 일 수 없다.
- 최근 들어 부산을 기점으로 한 크루즈 선박의 기항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만큼 크루즈 선이 기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박 기항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은
무시될 수 없다.
- 크루즈 선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작은 도시와 같다. 그 작은 도시를 움직이기 위해
쓰이는 연료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폐기물 등은 아무리 적은 숫자의 크루즈선이 기항
한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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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기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및 관련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고, 대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크루즈선 기항에 매력적인 항구를 만들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허성례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rhu0201@kmi.re.kr/051-797-4624)

참고자료

a) https://www.usatoday.com/story/travel/cruises/2019/07/02/disney-cruise-line-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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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업계, 카타르 LNG 운반선 120척 신조 의향서 제출

■ 카타르가 발주하는 신조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 1곳당 40척의
건조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a)
- 이는 한국 조선업체당 2023~26년까지 연간 10척씩 건조할 물량이다.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를 합하면 120척에 달하는 규모로 카타르는 2019년
3분기에 건조 척수 및 각 선박에 대응하는 조선소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신조 LNG 운반선 120척의 투자액은 선가 베이스(1척당 2,000억 원) 계산 시 24조 원 규모가
된다.
- 중국과 달리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을 확보한 일본 조선업체의 경우 단가 측면에서 대응이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조선업체들은 응찰 자체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올해 LNG 운반선 시장은 카타르 이외에 모잠비크, 파푸아뉴기니 등에서도 다수의 발주가
예상된다.a)
- 카타르의 최종 발주 척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조선업체들이 응찰한 4년간 120척을 발주하고
이후 추가 필요 분을 발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일본 조선업 시장관계자).
- 카타르의 LNG 운반선 수요 배경에는 자국 가스전인 North Field 확장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외에
카타르･미국이 참여하는 Golden Pass LNG 프로젝트와 카타르 보유 노후 LNG 운반선의 대체
계획도 전례 없는 대규모 발주 주요 원인이다.
- North Field 가스전 확장으로 카타르의 LNG 생산능력은 2024년까지 기존의 연 7,700만 톤에서
연 1억 1,00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연간 1,600만 톤 생산의 Golden Pass LNG 프로젝트는 카타르 국영석유와 미국 Exxon Mobile이
주도해 2024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 일본 조선소는 LNG 운반선 건조능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평가이다.a)
-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 1개사 당 연간 15척 안팎에 달해 카타르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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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 조선소는 2018년 미국발 셰일혁명에 힘입어 사상 최대 건조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 전체적으로 10척 정도의 준공에 그쳤는데 이는 대우조선해양 1개사의 17척을 밑도는
실적이다.
- 일본 조선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카타르 정부로부터 응찰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1개사
3년간 40척 건조라는 요구사항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카타르가 요구하는 선형이 Membrane형이라는 점도 Moss형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에게
불리하다.a)
- SPB 탱크와 Membrane형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JMU)는 LNG 운반선 수주 재개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JMU는 최근 SPB 탱크를 이용해 4척을 건조했지만 LNG 기화를 막을 단열재 설치 시 애로가
발생하는 등 건조 가격이 예상가격 대비 크게 상승하는 등 고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산이
악화되면서 2018년 연결 결산실적에서 큰 폭의 적자를 냈다.
- JMU 치바 미츠타로(千葉光太郎) CEO는 2019년 3월 회견에서 "우선은 수주한 4척부터 제대로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JMU는 카타르발 신조 안건에 응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Moss형을 전문으로 하는 미츠이 E&S 조선은 LNG 운반선을 건조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
으로, 현 시점에서는 일본 조선업 관계자들에 체념 무드가 감돌고 있는바 한국의 120척 전량 수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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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선박안전 고려한 연료유 품질관리방안 개발 착수

■ 그리스선주협회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안전과 연료유 품질관리방안 개발 논의에
대한 지지와 ‘Sulphur 2020’ 본격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a)
- 그리스선주협회(UGS: Union of Greek Shipowners)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Sulphur
2020’과 관련해 새로운 연료유 사용과 함께 사용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 방안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101차 IMO 해사안전위원회(MSC)(‘19.6)에서 본격화 되었으며, ‘새로운
연료유 사용에 따른 선박 안전강화 방안 개발’의 정식 작업의제 채택 이후 인화점 등 주요 연료유
품질관리 항목 및 향후 IMO 작업계획을 수립했다.
- 그리스선주협회(UGS)는 IMO가 이번 논의를 통해 선박의 적합 연료 제공 및 선박안전성 문제의
책임이 선박연료 공급망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다만,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IMO 규제 밖에 있는 석유회사, 정유회사, 연료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개입
(political intervention)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IMO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새로운 연료유 사용에 따른 선박의 안전강화 방안 개발 작업
계획(2020~2021)을 수립했다.a) b) c)
- 지난 MSC 101차 회의(‘19.6.5~14)에서 IMO는 ‘새로운 연료유 사용에 따른 선박 안전강화 방안
개발’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MSC 104차(2021년)까지 연료유 안전조치 및 강제기준 개발
등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 이러한 문제는 저유황 연료유 사용과 함께 선박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면서, 대기오염
및 해양환경 보호 문제와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MSC 100(‘18.12)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 그동안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대기오염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는 저유황 연료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강제조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2년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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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유조선주협회(INTERTANK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등 세계 해사 단체들은 인화점(Flash point) 부적합 연료유 공급 사례 및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연료유 공급자 보고의무와 강제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내연기관협회(CIMAC) 등에서 제공되는 연료유 기준을 고려해
저유황유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안전지침 및 조치 방안이 산업계 주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최근 해운, 정유, 벙커업계 등이 ‘Sulphur 2020’에 따른 주요 협약 개정사항, IMO 논의
동향 및 작업계획, 이행전략 등에 대해 협의했다.d)
- 지난 6월 21일 IMO 주최로 해운, 정유, 벙커업계 등이 참석한 산업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Sulphur 2020’에 따른 주요 협약 개정사항, IMO 논의 동향 및 작업계획, 이행전략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 IMO 사무국은 최근 MEPC 74(‘19.5)에서 결정된 대기오염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정책과 MSC
101(’19.6)에서 논의된 선박연료 안전성 개선을 위한 중간조치(interim measures) 등을 설명했다.
- 이에 산업계 참석자들은 대기오염 및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료유 사용에 따른 선박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IMO 지침 개발 및 조치
필요성 등에 대해 동의했다.
- 특히 ‘Sulphur 2020’ 본격 시행에 앞서 ISO 산업기준 등을 활용해 저유황유 안전문제 및 선원
훈련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rpark@kmi.re.kr/051-797-462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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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위해 LNG선 확충 필요

■ 2018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소폭 증가(2.9%)는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 영향이 크다.a) b)
- BP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에서 2018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3,865백만TOE(Tonnes oil equivalent)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2018년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중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의 비중은 85%이고, 수력전기,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15%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의 소비량은 각각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나,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천연가스이다.
- 천연가스 소비량은 3,309백만TOE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이는 천연가스 주요 소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냉‧난방일수 증가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량
중 40%(69백만TOE)는 미국의 영향이나, 2018년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량은
전년보다 증가, 수입량은 감소했다.

표 1. 세계 1차 에너지의 지역별 에너지원별 소비량(2017~2018)
단위: 백만TOE(Tonnes oil equivalent)

지역
북미
중남미
유럽
CIS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

연도

유류

2017

1,097

804

365

원자력
에너지
217

164

재생
에너지
108

2018

1,113

879

343

218

160

119

2,832

2017

317

148

35

5

163

32

700

2018

315

145

36

5

165

35

702

2017
2018

746

482

316

212

132

162

2,050

742

472

307

212

145

172

2,051

2017

191

472

126

47

54

0

891

2018

194

499

135

47

55

1

931

2017

412

453

8

2

5

1

881

2018

412

476

8

2

3

2

902

2017

192

121

98

4

28

6

449

2018

191

129

101

3

30

7

462

2017

1,651

661

2,771

112

373

180

5,748

2018

1,695

710

2,841

125

389

225

5,986

2017

4,607

3,142

3,718

597

920

490

13,475

2018

4,662

3,309

3,772

611

949

561

13,865

천연가스

석탄

출처: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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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전기

합계
2,755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43%, 세계 석탄 소비량 중 75%를 차지
했다.a) b)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01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5,986백만TOE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석탄, 유류 및 천연가스 소비량은 각각 전년대비 1.4%, 1.2%, 5.3% 증가했다.
- 2018년 기준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 3위인 인도의 소비량은 각각 전년대비 4.3%,
7.9% 증가했다. 세계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석탄 소비량(1,907백만
TOE)은 전년대비 0.9% 증가했다.
- 중국의 경우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년대비 17.7% 증가했으나,
유류 소비량은 5.0% 증가하는데 그쳤다.

■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 중 54% 이상은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었다.a) b)
-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수출 환적 포함)은 943십억 CBM(Cubic Meters)로 전년대비 4.3% 증가
했으며, 수송량 중 54.3%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었다.
-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천연가스 수입국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등의 순이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수송량(431십억 CBM) 중 57.2%는 일본(113십억 CBM), 중국(73.5십억 CBM)
및 우리나라(60.2십억 CBM)에서 수입했다.
- 중국은 201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8년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그림 1. 세계 천연가스 수송량 추이(2010~2018)
단위: 10억 CBM(Cubic Meters)

출처: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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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LNG선 선복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나, LPG선은 1.4% 증가하는데 그쳤다.c)
- 2018년 말 기준 1,000GT 이상 가스운반선 중 LNG(액화천연가스)선은 4,383만 DWT(재화중량
톤수)로 전년대비 11.2% 증가했고, LPG(액화석유가스)선은 2,442만 DWT로 1.4% 증가했다.
- 실소유국(DWT 기준) 중 LNG선 보유국은 일본, 카타르, 중국, 그리스, 영국, 노르웨이, 우리나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의 순이다. 이들 국가 중 일본, 중국, 캐나다의 LNG선 보유량(DWT)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LPG선 보유량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는 1%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중국 11.9% 감소했다.
- 반면 우리나라 LNG선 보유량은 292만 DWT(36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LPG선
선복량은 95만 DWT로 6.4% 증가했다.

그림 2. LNG선 실소유국 기준 한‧중‧일 3국의 보유량 추이(2010~2018)
단위: 1,000 DWT

주: 1,000GT 이상의 선박
출처: IHS Fairplay, World Fleet Statistics, 각 년도(2010~2018)

■ 2018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탄소
배출량은 2.8% 증가했다.a) b)
- B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사용을 위해 사용된 연료로 인해 2018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차 에너지 소비량과 같이 중국, 미국,
인도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중국과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전년대비 2.2%, 2.6% 증가했으나, 인도는 7.0%나 증가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영향이 높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탄소배출량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 BP는 2018년 우리나라 1차 에너지소비량은 246백만TOE로 전년대비 1.0%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순이며, 원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했으나, 석탄과 천연가스는 각각 2.4%, 1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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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서는 LNG선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a) d) e)
- 세계 기온상승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온 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량 변화에
탄력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세계 1차 에너지 소비국 중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의 소비 비중이
높으며, 2위인 미국도 자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및 원유의 소비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하고 있다. 일본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LNG선 보유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해상화물
수송실적 통계로 살펴보면, 2019년(1월~5월) 우리나라 석탄 수입량은 5,586만RT로 전년 동기간
대비 9.9% 감소했고, 원유 및 석유정제품(8,958만RT)과 석유가스 및 기타가스(3,626만RT)의
수입량은 각각 0.8%, 4.3% 증가했다.
-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서는 향후 가스 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LNG선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일란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통계분석센터 전문사무원
(1ran@kmi.re.kr/051-797-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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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팍로이드･원-라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 참여

■ 하팍로이드와 원-라인이 트레이드렌즈 참여 의사를 밝혔다.a) b)
- 세계 제 5, 6위 선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와 원-라인(Ocean Network Express: ONE)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선적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TradeLens)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두 선사가
참여를 확정하면 트레이드렌즈의 플랫폼 범위는 현재 세계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이상을 수
송할는 선사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트레이드렌즈에 가입을 표명한 선사는 총
18개이다.
- 하팍로이드의 마틴 그나스(Martin Gnass) 정보통신 이사는 “세계 6대 선사 중 5개사가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변화를 촉진해 세계 공급사슬 전반에 더 큰 신뢰성과 투명성,
협력을 제공하고 세계 무역 촉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레이드렌즈는 세계 공급사슬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출시되었다.c) d)
- 트레이드렌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APM-머스크(Maersk)와 아이비엠(IBM)이 합작해 개발
하였다. 물류 관련 많은 절차 중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지면서류 기반의 절차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물류비용과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가 낮은 정보
교환을 경감하기 위해, 트레이드렌즈는 참가자들이 정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비용을 낮추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만 유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트레이드렌즈에 가입한
회원들은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얻고 화물이 전 세계로 이동할 때 협력할 수 있어, 투명하고 안정
화된 기록을 생산･확보할 수 있다.
- 빈센트 클러크(Vincent Clerc) 머스크 최고상업책임자는 “주요 선사들의 트레이드렌즈 합류로
소비자들은 해운시장의 디지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사슬의 가시성 증대, 서류작업 경감,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사들의 컨테이너 통합관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 야마가 노리아키(Noriaki Yamaga) 원-라인(ONE-Line) 협동혁신책임자는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이 궁극적으로 매년 1억2000만 TEU 이상의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을 국경을 넘어 운송하는
세계 해운 산업에 의존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라인은 아시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트레이드렌즈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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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의 브리짓 반 크랄링겐(Bridget Van Kralingen)은 “세계 무역에서 엄청난 새로운 효율성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는 식품 산업, 광업, 무역
금융, 은행 및 기타 산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하팍로이드와 원-라인은 각각 블록체인 연결점 역할을 자처하며, 거래 검증･데이터 호스팅 네트워크
에서 트러스트 앵커(Trust Anchors) 또는 보안 검증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해운정보시장에 대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세계 해운시장은 선박 대형화가 지속되면서 선사 간 전략적 체휴체제가 재편되는 현상을 보여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대두 이후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해운시장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시장 재편에도 앞장서고 있다.
- 해운물류시장에서 데이터와 정보는 해운시황의 예측과 개별 기업의 전략･대응방안 수립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규모 선사들과 글로벌 터미널 운영기업, 항만들도 트레이드렌즈 가입을
표명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해운･항만에의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트레이드렌즈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진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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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platform-continues-expansion-with-addition-of-major-ocean-carriers-hapaglloyd-and-ocean-network-express/(2019. 7. 8. 검색)
d) https://www.hapag-lloyd.com/ar/press/releases/2019/07/hapag-lloyd-and-oceannetwork-express-join-blockchain-enabled-pl.html(2019. 7.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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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IANCE, 현대상선 가입 환영

■ 일본 ONE(Ocean Network Express), 독일 하팍로이드, 대만 양밍해운으로 구성된
THE ALLIANCE(TA)가 현대상선이 제휴에 참가한다고 7월 1일 발표했다.a)
- 각국 관계 당국 승인 후 2020년 4월부터 신규 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TA에 현대상선이
가세함으로써 운항규모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확충된다.
- ONE 등 TA 회원 선사 3곳과 현대상선은 6월 19일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2030년까지 10년간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식 승인 후 TA는 현대상선을 포함한 4사 체제로 운영된다.
- 현대상선은 2017년부터 머스크 라인(Maersk Line)과 MSC로 구성된 2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동서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그동안 2M과의 제한적 제휴 관계로 현대상선의 이탈 가능
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 현대상선의 신조 선대 가세는 TA의 서비스망 확충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a)
- 2015년 이후 컨테이너 정기선 업계는 선사 간 인수･합병으로 큰 폭의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2017년 2M,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OA)와 TA의 3대 얼라이언스로 집약되었다.
- 운항 선복량 규모면에서 TA는 상위 2개 얼라이언스인 머스크･MSC에 의한 2M･COSCO 쉬핑･
CMA CGM･에버그린이 참여하는 OA보다 뒤떨어진다.
- TA 가입예정이었던 한진해운의 경영파산 등으로 인해 3개 그룹 체제 하에서 선복량 기준 후순위에
있는 현 상황에서 약 40만 TEU의 발주 잔량을 보유한 현대상선의 TA 참여 의미는 적지 않다.

■ 다른 2개 얼라이언스(2M･OA)의 신규 선박이 잇따라 준공돼 선복량이 추가되면서 TA와
격차가 벌어질 상황이었다.a)
- TA를 이끄는 ONE과 하팍로이드 양사 모두 2019년 7월 31일 이후 신조선 발주잔량은 없다.
- 더욱이 2개사(ONE･하팍로이드)가 2019년 하반기에 신규 발주를 하더라도 운항 선대에 가산되는
것은 빨라도 2021년 후반이 된다.
- 요컨대 2021년 후반까지의 공백 기간을 메우는 의미에서도 2만 3,000TEU형 등 초대형 선박 20척의
발주 잔량을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의 존재감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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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얼라이언스(Alliance) 가입선사별 선복량 및 발주잔량
현행선복량

선사/얼라이언스

발주잔량

선복량(TEU)

척수

발주선복량(TEU)

척수

머스크 라인

4,152,295

715

28,640

13

MSC

3,428,140

540

364,884

20

2M 합계

7,580,435

1,255

393,524

33

COSCO 쉬핑

2,907,651

476

41,427

6

CMA CGM

2,690,476

523

423,520

30

에버그린

1,286,105

207

390,782

67

OA 합계

6,884,232

1,206

855,729

103

하팍로이드

1,697,359

236

-

-

ONE

1,539,835

214

14,052

1

양밍해운

647,474

97

198,100

24

현대상선

425,550

71

396,000

20

TA 합계

4,310,218

618

608,152

45

주: 2019년 7월 12일 기준임
출처: 클락슨(Clarksons), https://sin.clarksons.net/, 2019.07(2019. 7. 12. 검색)

■ 현대상선의 TA 가입은 성장을 위한 시작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a)
- 4사로 운영체제를 시급히 정비한 지금부터가 장래 다른 2개 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TA의 진가를 평가해 볼 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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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10188(2019. 7.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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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선박운항 위험 고조

■ 지난 2개월 동안 중동에서의 유조선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이 지역에서의 유조선
운항 위협이 증가되면서 유조선 소유자들은 사실상 중동에서의 유조선 운항을 기피하고
있다.a)
- 6월 중순 페르시아 만 외부에서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 of
Hormuz) 근처에서의 두 번째 사고였으며, 5월 초 공격 이후 선박보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 5월 초에 4척의 유조선이 공격당했던 사고 이후, 벙커 브로커와 거래자들은 한 달 사이에 벙커
수요가 약 50만 톤 이상(30%)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환경규제로 인해 항만 당국과 지방정부관
계자들은 해상에서 거래되는 선박연료유량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 또한, 현재 벙커 물량감소는 내년에 시행될 환경규제로 인한 것이며 2020년에는 항만에서의 연료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재 이란의 석유 구매자들은 미국의 제재조치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IMO가 선박에서 청정연료를
연소시키고 배기가스를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페르시아 만 근처의 폭탄 테러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a) b)
-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UAE 연안에서 공격을 당한 선박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 이란에
연료를 운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유조선 폭탄테러로 인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비난하고 연료유 공급을 위험으로 빠뜨
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이란과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공화국의 2015년 핵 협정 준수 및 이란 산 원유에 대해 영국군의 압류로
인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및 정제제품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자국의 정제능력을 확대
시키면서도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제연료를 수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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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AE의 푸자이라항(Fujairah)의 인드리아 빅토리아호 선박

출처: 로이터 통신(Reuters)/Satish Kumar

- 걸프만의 주요 석유 거래 허브인 푸자이라(Fujairah)는 걸프만 입구의 전략지역인 호르무즈 해협
(Hormuz Strait)의 바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 CMA CGM은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보안대책이 확립되
었다고 언급하고 있다.c)
-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해운회사인 CMA CGM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계속 운영할 충분한 보안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란과 세계 강대국 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폐르시아만은 유조선의 주요 경로이며 컨테이너 선사는 종종 수에즈 운하 루트를 사용한다고 언급
하면서 지난해에 이란 제재로 이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만을 통해 당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 CMA CGM는 페르시아 만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강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가 취한 조치가
이미 충분히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 AP. Moller-Maersk, Mediterranean Shipping Co(MSC), CMA CGM 및 독일 컨테이너 선사
Hapag-Lloyd와 같은 주요 해운회사는 이번 주 고객에게 Gulf-bound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 인상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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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CGM의 전반적인 사업 규모가 중동의 긴장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에도 불구
하고 실적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5월 CMA CGM은 1분기 순손실이 4,300만 달러였으나
그룹 매출액은 약 36.9% 증가한 7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영국(UK)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영국 국적의 선박을 호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d)
- 영국 해군은 걸프 해역에서 이란과의 상황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하는 영국 상선을 호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안 소식통을 통해 밝혔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지브롤터에서 이란 유조선을 압수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영국 석유회사인 BP가 운영하는 영국 유조선이 중동 석유의 중심지인 해협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박한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위원
(hspark@kmi.re.kr/051-797-4627)

참고자료

a) https://gcaptain.com/tankers-dodge-top-mideast-bunkering-hub-after-ship- attacks
(2019. 7. 12. 검색)
b) https://gcaptain.com/tanker-bombed-near-persian-gulf-headed-back-to-iran/ ?utm_
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Gcaptain+%28gCapt
ain.com%29&goal=0_f50174ef03-fe6b708a6e-169940757&mc_cid=fe6b708a6e&mc_eid
=0d16777147(2019. 7. 12. 검색)
c) https://gcaptain.com/cma-cgm-says-it-has-sufficient-security-to-operate-in- persian
-gulf/(2019. 7. 12. 검색)
d) https://gcaptain.com/uk-doesnt-plan-to-escort-all-british-ships-through-hormuz/(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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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자동화 계류시스템 지원

■ 맥그리거(MacGregor)와 콩스버그 마리타임(Kongsberg Maritime)이 자동화 계류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a)
- 카고텍(Cargotec) 계열사인 맥그리거와 콩스버그 마리타임은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인 야라
버클랜드(Yara Birkeland)호에 자동화 계류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맥그리거가 제공하는 자동화 계류시스템의 계류작업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유해 배출물질 없이 전기로만 추진되는 선박이다.

■ 맥그리거는 콩스버그와 협업을 통해 자동화 계류 솔루션 기술을 제공한다.a) b)
- 맥그리거의 첨단해양솔루션 파트 부사장인 Høye Høyesen씨는 “콩스버그와 밀접하게 협력해
가장 적합한 계류 솔루션임을 확인했으며, 기존 계류작업과 비교해 안전성과 환경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혁신적인 완전 전기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 맥그리거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화 계류시스템은 2019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며, 카고텍의
계열사인 칼마르(Kalmar)에도 야라 버클랜드호의 자동화 로딩 및 언로딩 솔루션을 서비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자율운항선박 자동 접･이안을 위한 자동화 계류시스템

출처: 맥그리거(MacGregor), https://www.macgregor.com/(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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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연돌의 배기가스 황 함량 정보를 등록한 드론은 감시 선박이 황 규제 여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즉시 전송해 덴마크 당국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완전 전기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화 계류시스템 도입으로 항만 기반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유해 온실가스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a) b)
- 야라 버클랜드호 관계자는 완전 전기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화 계류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노르웨이에서 매년 4만대의 트럭을 대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도로 안전성 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수력발전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야라 버클랜드호와 항만 기반시설은 전체 운영
사이클 동안 유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2020년 초에 인도예정인 야라 버클랜드호는 인도 당시 항해사에 의해 운항될 예정이며,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선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현, 테스트 및 검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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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78488/worlds-1st-autonomous-ship-to
-feature-macgregor-automated-mooring-system/(2019. 7. 12. 검색)
b) https://www.macgregor.com/(2019. 7.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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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항만 자동화 제한 법안 발의 초읽기

■ 항만 자동화 승인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를 통과
했다.a) b) c)
- 7월 9일, 9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and Water)는 항만의 자동화 기술 도입에 관한 법안 ‘AB 1321’을 7:1로
통과시켰다.
- Mike A. Gipson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자동화 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작업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과 주(state) 및 항만 인근 지역의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 명시되어 있다.
- 그 밖에 항만 자동화 승인 주체 규정, 자동화 도입에 대한 관계자들 간 담화, 자동화가 도입된
각 항만별 연례 보고서 제출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주목해야 할 법안의 내용은 항만 자동화 승인 결정에 대한 권한의 이동이다.a) b) c)
- 기존의 법률은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에서 특정 공공 토지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 ‘AB 1321’은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조정관(Controller), 재무이사(Director
of Finance)로 구성된 주 정부 소속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항만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과 거부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 법안이 최종 승인 될 경우, 기존에는 항만위원회가 결정했던 항만 자동화에 대한 승인 권한이 주정부
산하의 감독관으로 넘어가 자동화 프로젝트의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이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지역경제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주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지난해 11월, LA항 APM터미널 자동화 프로젝트 승인 요청 이후 노사 간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한 채 자동화 장비 도입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캘리포니아 주
항만 자동화를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a) b) c)
- 현재 LA항 APM터미널 자동화 장비도입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ILWU)의 반발로 두 차례
보류된 이후 지난 6월 항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했으나 LA시의회가 이를 부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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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해사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 PMA) James McKenna 대표가 Senat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and Water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이
환경적인 이익(environmental benefits)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LA항의 기존 노동 협약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Janice Hahn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법안 ‘AB 1321’을 지지하며 항만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항만 자동화가 야기할 수 있는 항만 보안의 취약성을 주장
했다.
- 이렇듯 이해관계자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항만 자동화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 발의는 캘리포니아 항만 자동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가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ghkim@kmi.re.kr/051-797-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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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8257/California-lawmakers-to
-consider-bill-restricting-port-automation(2019. 7. 10. 검색)
b)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321(2019.
7. 10. 검색)
c) https://www.lbbusinessjournal.com/protests-at-port-of-los-angeles-spark-inqu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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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합병으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향상 도모
■ COSCO Shipping Ports는 천진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합병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a) b)
- 6월 30일, COSCO Shipping Ports는 Tianjin Port Holdings 및 China Merchants International
Terminals Limited(CM Terminals)와 함께 천진항의 3개 컨테이너 터미널 합병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 COSCO Shipping Ports는 자회사인 Tianjin 유한회사(CP Tianjin)와 China Shipping Terminal
Development(CSTD)를 통해 합병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했다.

■ 천진항 컨테이너 터미널(TCT)이 FICT와 TOCT를 흡수 합병한다.a) b)
- 3개사는 Tianjin Port Container Terminal Co., Ltd(TCT), Tianjin Five Container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Co., Ltd(FICT) 및 Tianjin Orient Container Terminals Co., Ltd(TOCT)을
합병할 예정이다.
･ TCT가 FICT 및 TOCT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합병 완료시 TCT가 두 터미널의 모든 자산,
사업,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게 되며 두 터미널은 법인 등록이 취소된다.
- 합병이 완료되면 TCT에 대해 Tianjin Port Holdings는 76.68%, CP Tianjin 10.01%, CSTD
6.00%, CM Terminals 7.31%의 지분을 갖게 된다.

■ 이번 합병은 TCT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a) b)
- 합병 이후 3개사는 TCT 운영에 있어 운영비 절감, 운영 자원 통합, 서비스 표준 통합, 터미널
및 저장소의 사용 효율성 강화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터미널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여 TCT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COSCO는 전했다.

■ 항만의 터미널 통합에서 항만 시설의 공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c)
- 한편, 홍콩 항생경영대학(Hang Seng Management College) 관계자는 터미널 통합이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및 해운 얼라이언스의 대형화 등으로 터미널 내 환적이 증가해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터미널별 선석 및 야드, 항만시설 등의 공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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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ksa@kmi.re.kr/051-79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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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원 발전 보고｣ 발표, 등록 선원 수 세계 1위

■ 지난 6월 25일, ‘세계 선원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 교통운수부는 ｢2018년 중국 선원
발전 보고｣를 발표했다.a) b)
- ｢2018년 중국 선원 발전 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중국의 등록 선원 수는
157만 5,234명으로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2017년 말 대비 6.2% 증가하였다. 등록 선원 중
여성 선원 수는 23만 9,456명이었다.
- 등록 유형별로 보면 내하선박 선원이 83만 7,577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으며, 국제운항
선박 선원이 전체의 34.7%, 연해운항선박 선원이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 또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해외 파견선원(선박국적 기준)은 14만 5,922명(회)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으며, 특히 고급선원의 해외파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25개 국가와 상호 인증 혹은 단독 인증의 방식으로 중국선원증서 인증
협의를 맺고 있으며, 중국 선원의 해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18년 선박국적 기준으로 파견선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홍콩으로 전체의 40.7%(5만 9,393명)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파나마(3만 7,102명), 싱가포르(1만 4,446명), 라이베리아(8,7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중국의 등록 선원 유형별 비중 (%)

출처: 중국 교통운수부, ｢2018년 중국 선원 발전보고(2018年中国船员发展报告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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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통운수부는 향후 선원 육성 강화 및 노동권익, 보수, 생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a)
- 구체적으로 선원 서비스 업무 등 일곱 가지 행정 허가를 취소하고, 선원 취업을 위해 정책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선원 취업 편리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2006년 해사노동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국 해상 노동관계 3자 간 협조체계 추진을
통해 선원이 육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 및 근로보수를 받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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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검색)
b) 중국 교통운수부, ｢2018년 중국 선원 발전보고(2018年中国船员发展报告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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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투아스항, 2단계 공사 시작

■ 2,100만 TEU 규모의 싱가포르 투아스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됐다.a)
- 7월 4일 첫 번째 케이슨(caisson)의 설치와 함께 투아스항의 2단계 공사가 시작됐다.
- 투아스항 2단계 공사는 2,100만 TEU 규모로, 2040년 공사가 완공되면 투아스항은 총 6,500만
TEU 규모의 거대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 투아스항 2단계는 부지 규모가 387헥타르에 달하며, 227개의 케이슨이 들어가는 8.6km 길이의
부두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 공사에는 일본의 Penta-Ocean Construction과 우리나라의 현대엔지니어링, 조인트벤처인
Boskalis International BV가 참여하고 있다.

■ 투아스항 2단계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건설 예정
이다.a)
- 싱가포르 항만당국(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새로운 공법에는 케이슨 제작을 위한 보강 철근의 모듈화, 베이스 슬라브의 품질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화된 양생 시스템, 슬립폼 잭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 또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출입구 보안 강화, 안전하지 않은 활동을 찾아내고 케이슨 제작
현장에서의 잠재적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비디오 분석 시스템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 향후 투아스항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정보 흐름과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며 원스톱 포털 시스템인 MPA’s Maritime Single Window(MSW)를 적용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교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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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아스항 2단계 공사의 첫 번째 케이슨 설치 현장

출처: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tuas-phase-2-underway-in-singapore-62531(2019. 7. 5. 검색)

■ 투아스항은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가 통합되는 싱가포르 최초의 항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a)
- MPA는 투아스항의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부지어 더 넓은 공급망 네트워크로 통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CALISTATM과 같은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을 투아스항에
적용하려 한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사, 물류기업 등과 같은 공급망 구성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물 흐름을
지능적으로 조정하여 글로벌 허브 포트의 선두 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skkim@kmi.re.kr/051-79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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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을 내딛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운송

■ 로테르담 항만은 지난 7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운송을 시험
했음을 발표했다.a) b) c)
-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은 디지털 기술 활용분야에서 유럽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항만 중 하나이다.
- 스마트항만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데, 여기에는 항만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블록
체인 기술 활용을 포함한다.
- 지난 7월 1일 로테르담 항만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운송이 로테르담 항만을 경유해 수행됐음을
알렸다. 삼성 SDS와 ABN AMRO가 참여한 이번 테스트는 한국에서부터 틸버그에 있는 삼성
SDS 창고까지의 경로를 포함한다.
그림 1. 항만으로의 블록체인 적용효과

출처: http://smart-port.nl/en/project/blockchain-voor-havenlogistiek/(2019. 7. 16. 검색)

■ 이번 테스트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ELIVER의 데뷔 무대이다.a)
- DELIVER는 선사, 물류서비스 공급자, 은행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사슬관리 플랫폼
이다.
- DELIVER를 활용한 이번 테스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처리 상호 운용성을 확보케 하고, 컨테이너
통합 추적을 가능케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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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류 및 금융 작업이 높은 보안수준 하에 종이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증명
한다.
- DELIVER의 핵심 가치는 공습사슬 전반에 걸친 종단 간(end-to-end)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박이나 트럭 등을 활용한 멀티모달 물류를 포함한다.

그림 2.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무역의 디지털화 효과

출처: https://www.ibm.com/blogs/blockchain/2018/01/digitizing-global-trade-maersk-ibm/(2019. 7. 16. 검색)

■ DELIVER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협정이 합의됐다.a)
- 시험운송의 핵심 참여자들은 DELIVER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 이는 복수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여러 선사를 참여시키고 다수의 항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다.
- 궁극적인 목적은 개방 ‧ 독립형 국제 화물운송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이는 공급사슬의 가시
성과 효율성을 강화시켜 잠재적으로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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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파그로이드와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 트레이드렌즈 합류

■ 트레이드렌즈(TradeLens)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화주와 포워더, 항만,
선사 등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생태계를 가진다.a)
- 트레이드렌즈는 머스크와 IBM이 합작하여 구축한 개방 ‧ 중립형 산업 플랫폼이다.
- 트레이드렌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신뢰성 있는 정보공유를 가능토록
한다.
- 트레이드렌즈는 하나의 생태계로 표현이 되며, 100여개의 조직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화주와 포워더, 내륙운송 기업, 정부, 항만 및 터미널, 금융서비스기업, 그리고 선사를 포함
한다.
그림 1. 트레이드렌즈 솔루션 아키텍쳐

출처: https://docs.tradelens.com/learn/tradelens_overview/(2019. 7. 16. 검색)

■ 트레이드렌즈는 세계 공급사슬 생태계를 현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a) b)
- 화물 운송 및 거래에 수반된 많은 절차는 종이를 활용한 수작업을 기반으로 하므로,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이에 반해 트레이드렌즈를 통할 경우,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
하며 협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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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렌즈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보안성이 높은 정보교환을 가능케 한다. 이는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신뢰와 협력을 가져온다.
- 하파그로이드의 정보기술 상무이사 Martin Gnass는 “트레이드렌즈가 공급망 내 높은 신뢰도, 가시성
및 협업을 가져오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 머스크의 최고사업책임자(CCO, Chief Commercial Officer) Vincent Clerc는 “트레이드렌즈가
공급망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문서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 트레이드렌즈는 지난 7월 2일 하파그로이드와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가 합류했음을
발표했다.b)
- 트레이드렌즈는 지난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5위의 하파그로이드와 세계 6위의 싱가포르
기반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Ocean Network Express)가 트레이드렌즈에 합류했음을
발표했다.
- 세계 2위인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MSC)와 세계 4위의 CMA CGM 역시 트레이드
렌즈에 합류했으며, 7월 2일 기준 세계 해상컨테이너 교역량 절반 이상이 트레이드렌즈의 영역에
포함된다.
- 트레이드렌즈 고객은 세계 3대 얼라이언스에 속한 주요 선사에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세계 6대
선사 중 5개의 선사가 트레이드렌즈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 국내 선사도 트레이드렌즈 생태계로의 합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c)
- 고려해운은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했지만, 국내 시범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경우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 다수의 세계적 선사들이 이미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해 고객에게 폭 넓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토
대를 갖췄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선사들은 트레이드렌즈의 장점 및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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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연안국가, 글로벌 복합물류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카스피해는 소련 해체 이후 20여년 넘게 연안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지역이었으나,
작년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5개 연안국은 카스피 해를 ‘바다도, 호수도 아닌 연안국
영토에 둘러싸인 내륙 수역’으로 합의했다.a)
- 합의된 결과는 첫째, 카스피해는 바다도 호수도 아닌 ‘특수지위를 갖는 바다’로, 각 연안국은 해안선
으로부터 15해리까지를 영해로 하고, 25해리까지는 배타적 어업권으로 설정한다. 둘째, 카스피해에
속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는 연안 5개국에만 귀속된다. 셋째, 해저 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합의 하에 확정하고, 제3국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할 수 없다.
- 이처럼 카스피해 영유권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나, 만장일치가 아닌 당사국간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는 쟁점들이 남아있어, 정상회담 및 실무적인 회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피해 연안국은 카스피해를 종･횡단하는 국제운송회랑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및 자국산품 수출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올해 8월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카스피해 연안국가가
참석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카스피안경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b)
- 올해 8월 투르크메니스탄은 관광특구인 아와자에서 제1회 카스피안 경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카스피해 연안국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인뿐 만 아니라 터키, 조지아 등
세계 각국 대표 또한, 참석할 예정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항만(투르크멘바시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하고,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허브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 그 밖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6월 제18회 카스피안 국제도로교통물류 박람회 및 카스피안국제
도로･인프라대종교통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카자흐스탄은 3월 포럼을 개최해 국제물류 전문가들을
초청해 ‘악타우’ 항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카스피해 관통 물류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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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연안국가인 조지아 또한, 흑해지역 발전을 위해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 개발을 추진
중이다.c)
- 올해 1월 조지아 대통령은 바투미(조지아)항만과 콘스탄차(루마니아)항만의 여객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올해 2월에는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 개발을 주제로 조지아,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장관급 회의에서 새로운 지역운송회랑 건설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4월 조지아와 카자흐스탄은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통합 요금 체계 개발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했다.
-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 즉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은 유럽에서 흑해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통과해 카스피해까지 연결되는 루트이며, 러시아와 터키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서방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회랑

출처: http://titr.kz/en(2019. 7. 13. 검색)

■ 2018년 카스피해 물동량은 4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d) e)
- 2018년 카스피해 항만의 건화물 물동량은 2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반면, 액체화물은
216만 톤으로 1.9배 증가했다.
- 주요 항만인 마하츠칼 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해 250만 톤을 기록했고, 아스트라한
물동량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해 190만 톤을 기록했다.
-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해 1,080TEU를 기록하며, 카스피해를
통한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안국간 정치･법적 합의를 통해 지역의 안정화를 이룬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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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만협회, 국내외 항만 간 비용 비교가 포함된
‘항만 비즈니스 환경 보고’ 발간
■ 지난 6월 20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2019 스마트항만 대회 겸 중국항만협회 과학
기술위원회 연차회의’에서 중국항만협회는 ｢2019년 중국 항만기업 비즈니스 환경 보고｣를
정식으로 발표했다.a) b)
- 2018년 10월, 중국 국무원이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통한 국제무역 편리화 촉진 방안｣을
발표한 후, 중국의 항만들은 행정서류 및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에
부응하여 중국항만협회도 ｢2019년 중국 항만기업 비즈니스 환경 보고(2019我国港口企业营商
环境报告)｣(이하 ｢항만 비즈니스 환경 보고｣)를 제작･발표했다.
- ｢항만 비즈니스 환경 보고｣는 ① 항만 통상구 관련 기관 및 수출입 주요 절차, ② 항만기업의
항만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 상황, ③ 중국 항만 수출입 관련 수취비용 및 국내외 비용 비교,
④ 항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에 대한 총평, ⑤ 항만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촉진을
위한 건의 등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수취 기관들은 화물대리업체, 선사,
항만기업, 검수업체 등 다양하며, 수출입 모두 선사의 수취 비중이 가장 높다.b)
-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로테르담에서 중국 내 모 지역으로 수입(FOB 조건)되는 20피트의 일반화물
컨테이너를 예로 들면, 화주는 화물대리업체(포워더)에 총 5,369위안을 지불하고, 화물대리업체는
수취한 비용을 관련된 17개 기관･기업에 직･간접으로 지불한다.
- 수입 각 단계에 관련된 비용 항목은 총 50개로 비용 수취비중이 비교적 높은 기관은 선사, 운송사,
터미널, 화물대리업체, 야적장, 통관사이며, 그 외의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체의 2%를
넘지 않는다.
-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중국 내 모 지역에서 LA로 수출(CIF 조건)되는 20피트 일반화물 컨테이너를
예로 들면, 화주는 화물대리업체에 총 10,450위안을 지불하는데, 수출 각 단계에 관련된 비용
항목은 35개이며 관련 기관･기업은 18개이다.
- 수출에서 수취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선사(76.9%)이며, 운송사, 터미널, 화물대리업체의
비중도 비교적 높았고 나머지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체의 1%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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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컨테이너 수출입 단계별 관련 기관들의 수취 비용 및 비중
수입 업무

수출 업무

수취 기관

비용(위안)

비중(%)

수취 기관

비용(위안)

비중(%)

선사

1,625

30.27

선사

8,035

76.90

운송사

1,400

26.08

운송사

1,048

10.00

터미널

742

13.82

터미널

521

5.00

화물대리업체

575

10.71

화물대리업체

370

3.50

야적장

370

6.89

야적장

90

0.90

통관사

300

5.59

통관사

80

0.80

검사･검역기구

75

1.40

도로 톨게이트

70

0.70

도로 톨게이트

70

1.30

해사국(항만건설비)

64

0.60

해사국

65

1.21

세관(선박톤세)

60

0.60

세관

60

1.12

선박대리비용

22

0.20

선박대리비용

22

0.41

예인업체

21

0.20

예인업체

21

0.39

검사･검역기구

21

0.20

검수업체

18

0.34

검수업체

18

0.20

도선기구

15

0.28

도선기구

15

0.10

컨테이너 인도업체

7

0.13

컨테이너 항만입고
서류신고(预录点)

7

0.10

선박서비스업체

2

0.04

컨테이너 인도업체

5

0.05

정보플랫폼업체

2

0.04

선박서비스업체

2

0.02

-

-

-

정보플랫폼업체

2

0.02

출처: 중국항만협회, ｢2019년 중국 항만기업 비즈니스 환경 보고(2019我国港口企业营商环境报告)｣, 2019. 6.

■ 다른 비용을 제외한 하역비용(装卸作业费)만을 비교했을 때, 중국 항만의 하역비는 국외
주요 항만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b)
- 하역비는 항만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성 수취비용이자 수입원으로, 중국 주요 항만들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하역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 선전항(츠완, 셔커우, 옌티엔항)을 제외한 중국 주요 항만들의 컨테이너 하역비는 모두 TEU당
500위안 수준인데 반해, 국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비는 TEU당 630위안 이상으로서 로테
르담항, 함부르크항, LA항 등 구미의 주요 항만들은 TEU당 1,1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함부르크항의 하역비용은 TEU당 2,024위안 수준이었다.
-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 장치비용에 있어서, 중국 국내외 항만들의 장치료는 일반적으로 ‘무료장치
기간(프리타임)+기간 초과에 대한 체증형 비용’ 모델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외 항만은
무료장치 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장치비용이 중국 항만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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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중국 항만의 초과 구간 당 비용은 50위안 수준이었고, 일부 항만들만 1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남아(약 100위안), 홍콩(약 400위안), 일본(약 175〜700위안), 로테르담항(약
380〜700위안), 뉴욕･뉴저지항(약 1,000〜2,300위안)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 중국 국내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작업비 비교(위안/TEU)

출처: 중국항만협회, ｢2019년 중국 항만기업 비즈니스 환경 보고(2019我国港口企业营商环境报告)｣,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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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sohu.com/a/321997319_237762(2019. 7. 9. 검색)
b) 중국항만협회, ｢2019년 중국 항만기업 비즈니스 환경 보고(2019我国港口企业营商环境报告)｣,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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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양혁신 허브 오픈

■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자국 해운･물류 분야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 “Maritime 2050”
보고서를 발표했다.a)
- 영국은 올해 1월 2050년까지 세계 해양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7개 분야(경쟁우위,
환경, 인프라, 인력, 보안, 기술, 무역 등)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 “Maritime 2050” 보고서는 미래 해상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항만 개발 등 영국
정부의 항만 중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 또한, 기존의 해양 관련 기술 개발 및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혁신
허브(Maritime Innovation Hub)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언급했다.
- 해양혁신 허브를 통해 지역의 R&D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춤으
로써 향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 “Maritime 2050”의 일환으로 타인항(Port of Tyne)에 해양혁신 허브(Maritime Innovation
Hub)를 공식 오픈했다.b) c)
- 해양혁신 허브는 타인항(Port of Tyne), PD ports, 닛산(Nissan), 커넥티드 플레이스 캐터펄트
(Connected Places Catapult), 액센츄어(Accenture), 로얄 해스코닝(Royal HaskoningDHV),
유비소프트(Ubisoft) 등 여러 기관과의 제휴로 설립되었다.
- 다수기관 간 파트너쉽에 의해 설립된 만큼 분야별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의 교통부 장관인 크리스 그레이링(Chris Grayling)씨는 개소식에서 “해양혁신 허브가 영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된 해운･물류 산업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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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ritime Innovation Hub 개소식

출처: Port Technology(2019. 7. 15. 검색)

■ 해양혁신 허브는 미래 해상기술을 선도하고 전문 기술 교류 및 첨단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 c)
- 영국 정부는 해양혁신 허브가 전문성을 결집하고 해양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영국 전역의 광범위한 지역 연구개발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기반을 제공하고, 해양 분야로
더 유능한 기술 인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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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drycargomag.com/uk-ports-targeted-in-maritime-2050-report?fbclid=I
wAR3G2b2i0FO89OmTV3xxA8HY5Yp4gcRY0_uIoGCyZb2kw4Ddgg8Mp2dpMw0(2019.
7. 15.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aritime_innovation_hub_launches_in_the_uk
(2019. 7. 15. 검색)
c)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future-shipping-industry-maritime-2050
/(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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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항만국 관련 예산 2,952억 엔(국비); 재해복구
지원, 경제성장 지원, 국민안전 확보, 생활기반 조성 등 정책
목표 추진
■ 2019년 일본의 항만당국은 재해지역의 복구･부흥,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국민 안전･
안심 확보, 풍요로운 지역 생활기반 조성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a) b)
- 2019년 중앙정부의 항만국 관련 국비 예산은 2,952억 엔(사업비 3,250억 엔)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항만정비사업에는 국비 2,760억 엔(사업비 3,045억 엔), 항만해안사업에 144억 엔
(사업비 148억 엔)이 배분되었다.
- 비공공사업으로는 국제전략항만 경쟁력 강화 대책사업 등에 국비 13억 엔(사업비 20억 엔), 항만의
완전 전자화 추진 사업에 국비 3억 엔을 배정하였고, 국제크루즈여객선 입항기능 고도화사업에
국비 7억 엔(사업비 21억 엔) 등을 책정하였다.

■ 재해지역의 부흥을 위해 피해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거점 활동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a) b)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시설 복구는 2017년 완료 하였으나, 조기 부흥을 위한 시설정비를 지속 추진
하며, 피해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물류거점, 에너지 수입거점을 구성하는 안벽, 방파제 등 항만
시설 정비와 해안보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8가지 중점 정책을 시행한다.a) b)
-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 정책의 핵심인 3C(Cargo Volume, Cost, Convenience)의 심화와 가속화를
통하여 화물집화, 화물창출, 항만경쟁력 강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항로 다양화･다빈도 직항서비스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아시아 각 항로의 피더서비스
확충, 주요 항만의 환적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터미널 부근에 화물처리시설, 유통가공,
보관 등 복합기능을 가진 물류시설을 입지시키며, 물류시설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60%
까지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AI 터미널 추진, 입항비용 절감 조치를 검토하고, 전국 항만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항만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1)

1) KMI 월간동향, 2019년 5월호 항만동향(인터넷판 p.139) 참조(https://www.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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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문 크루즈여객 500만 명 시대를 맞아 크루즈선 “입항거절 제로화”를 위하여 H/W, S/W
환경정비, 관(안벽)･민(여객터미널) 협력을 통하여 국제크루즈 거점을 형성한다.2)
- 국제벌크전략항만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대형선 입항 항만의 정비와 기업 간 제휴를 통하여 안정적,
효율적 자원･에너지 등의 해상수송망을 형성한다.
- 일본은 2013년 5월 자원･에너지 등 수입을 위한 국제벌크전략항만 10개항3)을 지정하고 중･소형
선을 이용하여 국내 수요 항으로 직수송하던 체제를, 대형선을 이용 국내 대형항만으로 먼저 수입
하고 내항선을 이용하여 국내항만 간 수요지에 2차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대형선 입항을 위한 안벽, 화물처리시설 정비를 위한 보조 및 세제특례조치, 민간 능력을 활용한
부두 운영, 기업 간 제휴를 통하여 대형선을 활용한 공동수송을 촉진하고자 한다.
- LNG벙커링 거점 형성을 촉진하여 미래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세만･미카와만(나고야항)과 동경만에 선박 대 선박 간(Ship to Ship) LNG벙커링 거점을 형성
하기 위한 벙커링 선박 건조 및 관련 시설 정비 시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의 1/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 항만배후지역 기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붕 있는 안벽과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부두를 정비
하여 농수산물 수출거점 기능 강화와 자동차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 항만기능을 유지하면서 항만구역 내 수역 등의 유효활용을 위한 “수역점용 공모제도(2016년 항만법
개정)”와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관련 해역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2018년 11월
제정)에 의거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한 항만기능을 강화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朝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특정 낙도(落島)5)의 선박기항시설 등을 정비하고 국가 관리를 시행한다.
- 동경으로부터 1,700킬로미터 떨어진 오키노토리섬과 1,950킬로미터 떨어진 미나미토리섬에 안벽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EEZ 이용 및 관리, 우주선 회수사업 등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 임해 산업단지와 항만개발･운영을 통합한 광역개발, 신속시공 등 질 높은 항만건설기술 및 효율적인
운영, 자동화와 AI화 등 항만 관련 인프라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있다.6)

2) 2019년 현재 국제여객선거점 형성 7개 항만 : 요코하마, 시미즈, 사세보, 야쓰시로(八代 ), 가고시마, 모토부(本部), 히라라
(平良), 이외 2019년 3월 시모노세키항과 나하항을 관민연대 크루즈 거점항으로 추가지정
3) 곡물 5개항, 석탄 3개항, 철광석 3개 항 등
4) KMI 월간동향, 2018년 6월호 항만동향(인터넷판 p.153) 참조
5) 본토로 부터 멀리 떨어진 섬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朝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0.6)”에 의해 지정된 섬으로 두 곳이 지정되어 있음
6) KMI 월간동향, 2019년 4월호 항만동향(인터넷판 p.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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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8년 8월 “해외 사회자본사업에 일본사업자의 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항만을
포함한 일본 인프라의 해외사업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7)

■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방재, 시설 노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 b)
- 지진, 태풍 등 미래의 대규모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의 방재･재해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지진･해일･
고조(高潮)･액상화･해안침식 피해에 대비한 점성이 강한 구조물 도입 등 안전하고 확실한 재해방지
시설과 운용대책을 구축한다.
- 항만시설과 해안보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예방보전형 유지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적인 노후화
대책을 추진한다.

■ 풍요로운 지역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매력 있는 지역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섬지역의
항만시설 정비, 관광 활성화 및 해역환경의 보전･재생･창출을 도모한다.a) b)
- 섬지역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로 취항률 제고, 인적･물적 흐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안벽 등을 정비한다.
- 지역 주민 교류, 관광 진흥 등을 통하여 항만이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게 하고, 해역환경의
보전･재생･창출을 도모한다.
-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 정책을 강화하여 CO2 흡수대책, IoT를 활용한 저탄소화 촉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순환형 사회구축 정책을 적극 수행한다.

■ 우리나라 항만도 지역경제의 핵심역할, 지역 삶의 기반 역할, 영토관리에 기여하도록
소규모SOC 사업 등과 해외항만사업 진출 정책 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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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일본항만협회, 「항만」, 2019년 4월호 6∼35쪽 발췌 요약
b) 국토교통성 항만국, 2019년도 항만국 관계 예산 개요(http://www.mlit.go.jp/common/00
1277623.pdf, 2019. 6. 5. 검색)

7) KMI 월간동향, 2019년 5월호 항만동향(인터넷판 p.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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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교통항만해운발전연구센터 전문가, 상해국제해운 중심의
혁신 발전방향 제시
■ 상해교통항만해운발전연구센터 마오뽀커는 「중국항구」 4월호1)에서 상해항의 환경을
분석하고 5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a)
- 마오뽀커에 의하면 세계도시로서 상해항은 국제정세 변화와 무역 갈등, 중국의 발전전략과 산업구조
조정, 컨테이너 내장 수출상품 제조업의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 가속화, 장강삼각지역 일체화의
국가전략화 등 외부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 상해항의 미래상에 대해 강한 허브항만과 허브공항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상해의 새로운 발전
목표로 탁월한 세계도시로서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 등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한편, 양산항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

■ 상해항의 물류환경변화에 따라 해운환경, 통관환경, 정부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a)
- 연해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속도 둔화, 도로운송에서 수운운송 확대와 수수(水水)환적 증가, 이와
함께 녹색발전에 따라 에너지 절감형･배출량 저감형 발전, 철도운송 확대 및 수철(水鐵) 연계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속도가 커지고 장강유역 물동량도 과거 10년 전 상류
40%, 하류 60% 점유에서 지금은 상류 70%, 하류 30%로 변화되었다.
- 소비품 수입의 증가, 특히 상류지역의 소비품 수입 증가는 항공화물 운송량의 빠른 증가로 이어져
항공허브 역할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고, 해운운송과 항공운송 및 택배운송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와 함께 노동비용의 상승, 해운항만의 지능화, 선박의 초대형화로 항만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 또한, 상해항 크루즈산업은 이미 전환점에 들어서, 대량 저수준의 서비스에서 고품질 발전을 요구
하고 있다.

1) 上海交通港航发展硏究中心, 茅伯科, 「中国港口」 2019년 4월호, “新形势下上海国际航运中心建设的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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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국제해운중심 건설은 해운자원을 대내배치에서 대외배치로 전환하여 세계 해운자원
배치능력을 제고하고, 교통전략적 자원 및 전략적 통로의 컨트롤센터가 되어야 한다.a)
- 세계도시로서 상해 국제해운중심의 자원배치를 동북아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자원배치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전략적 통로는 전략적 위치 우위에 의존하게 되는데,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의 현대화, 입체화
등 종합교통체계가 기초가 되고, 세계 자원 유통 및 산업변화 이전 경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의 장기적, 종합적 주요 핵심문제이다.

■ 국제해운중심 건설을 위해서는 금융위주의 자원배치와 해운물류 위주의 자원배치를 겸하
여야 하고 정부주도와 함께 시장의 역할도 부여하여야 한다.a)
- 자원배치 모델은 런던, 뉴욕 및 동경 등과 같이 금융위주의 자원(융자, 해운보험, 증권금융 등)
배치 모델과 상해, 로테르담 등 해운물류자원(해운, 항만, 물류서비스, 해사서비스 등) 배치를 위주로
하는 모델이 있다.
- 싱가포르와 홍콩은 두 가지를 겸하는 자원배치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상해는 국제금융중심 건설과
자유무역시험구를 융합하여 해운자원의 통제에 대한 금융 및 자본능력을 발휘하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고급자원 배치 모델 비중을 높여야 한다.
- 다음은 시장이 해운자원을 배치하는 능력과 여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유자본 통제를 통해
해운자원을 배치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정부주도 및 시장배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 해운은 국제화 산업으로서 해운제도, 해운업, 해운 서비스는 반드시 국제관례, 국제표준, 국제해상
법률, 국제시장규칙과 연계하여야 하고 국제해운중심 건설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 상해 국제해운중심 건설의 주요 임무를 5가지로 구분하고, 특히 양산항의 안전위험을
고도로 중시하여 소양산도 확장건설, 대양산도와의 연계 건설과 관계없이 헝샤도항
건설이 소양산항의 리스크 방지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a)
- 강한 허브 항만과 허브 공항은 해상실크로드의 교두보가 된다.
･ 해운항공 허브의 전략적 지위를 중요시하고 국제 해상(항공)화물 정기항로 증설, 전 세계로 서비
스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초거대규모 항만인 양산항이 교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소양산도 확장
건설, 대양산도와의 연계 건설 등과 관계없이 헝샤도항2) 건설은 소양산항 리스크 방지의 기초로서
건설되어야 한다.
2) 헝샤도(橫沙島)는 푸동공항 우측 장강 입구에 있는 섬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넓은 배후지 확보가 가능한 대수심 항만 적지로
분석되면서, 미래 상해 국제해운중심 발전을 위해 신항만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항구」,2016년 5월호 22∼25쪽, 2017년 1월호 37∼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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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중심 강화와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융합이 필요하다. 해운핵심기술 연구와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통신항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 국제해운중심의 새로운 돌파구로 네 가지 좌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요 해운기업과
국제해운조직의 유치, 코스코와 동방항공 등 대표기업 발전 지원, 해운중심과 금융 중심의 협력,
상해 북와이탄 지역에 첨단해운서비스 중심지역(CBD) 개발, 상해 인근 지역 해운자원 간 협력과
경합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상해라는 해운브랜드로 글로벌 영향력과 발언권 확보, 세계 주요지역을 포함하는 서비스 확대,
국경통과 물류체인과 해운가치체인을 연계하는 전통(全通)서비스, 실제해운과 가상(사이버)해운
서비스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장삼각지역의 해운항만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 및 대량화물의 강해(江海)
환적체계 강화, 내하수로 관통으로 해강(海江) 연계운송체계 건설, 장강해운연맹 및 장삼각해운서
비스 합작플랫폼 공동 추진, 연해(沿海), 연강(沿江), 연하(沿河) 항만안전, 환경보호와 육상화물운
송의 수상운송으로의 전환 강화를 위해 해운자원을 협동 배치하도록 한다.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 따라 지방정부관리를 제고하고, 해운중심 발전능력 및 서비스 수준의
심화발전을 추진하며, 통관편리화를 한층 더 추진한다.

■ 상해항은 세계 초일류 항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확충, 자동화 등을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설확충은 물론 소프트 면에서도 전 세계 일류항만이 되기
위해 관의 주도하에 관･산･학･연이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항만도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긴 안목의 전략적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범중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jkim@kmi.re.kr/051-79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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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항구협회, 「중국항구」, 2019년 4월호 21∼23쪽 발췌 요약정리

유럽 컨테이너허브 항만, 메가쉽 선박의 입항 횟수 증가로
인한 하역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가
■ 유럽 주요 컨테이너항만 및 터미널에 메가쉽 입항이 지속 증대함에 따라, 항만 및 항만
배후지역 등은 접안 선박에 대한 하역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a)
- 선사 간 제휴, 얼라이언스 등으로 주요 메가 선사들은 전략적으로 아시아-북유럽 주요 항로에
메가쉽 투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들 항만의 바지선, 트럭, 철도 등의 운송업자들도 입항 선박의
화물처리를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Theo Notteboom’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만TEU급 메가쉽 1척당 평균 8,000TEU의 컨테
이너박스를 선적하고 있으며 이중 2,400TEU는 환적화물로, 5,600TEU는 항만 배후지역에서 처리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하역화물의 배후지역 내륙운송을 위해 약 750m 길이의 열차 14대, 2TEU 컨테이너박스를
동시에 연결하여 운송 가능한 화물트럭 1,120대, 196TEU 화물의 연안운송을 위한 바지선 12척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Journal of Commerce’는 로테르담 항만에 입항한 1만 8,000TEU급 메가쉽 화물 중 약 1만TEU는
독일로 가는 환적화물이며 이들 환적화물 및 기타 화물처리를 위해 평균 약 10척의 피더선, 열차
19대, 육상트럭 1,560대 및 바지선 32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로테르담 항만에는 최근 메가쉽 동시입항 횟수도 증가하여 화물처리를 위한 항만에서의 대기시간
증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6월 한 달간 바지선의 경우 앤트워프항에서 약 28시간, 로테르
담항에서 약 24시간 체선 현상이 발생 하였다.
그림 1. 로테르담 항만 바지선들의 체선 모습

출처: https://www.joc.com/(2019. 7.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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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선박의 초대형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메가쉽의 효율적 화물
처리를 위해 항만 및 터미널 배후의 복합물류운송시스템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b)
- 최근 해운시장의 수요공급 관점에서 선박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현상은 지속 되고 있다.
- MSC는 올해 8월 2만 2,000TEU~2만 3,000TEU급 11척, CMA-CGM은 12월 까지 2만
2,500TEU급 9척, 현대상선은 2만 3,000TEU급 메가쉽 12척이 2020년에 인도 될 예정이다.
- ‘Theo Notteboom’은 거대한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메가쉽의 유럽 주요 컨테이너항만 및 터미널
입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하역을 위한 항만 및 배후지역의 복합물류운송시스템 강화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독일 함부르크항의 철도 네트워크는 연결성이 매우 뛰어나 함부르크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
화물의 약 40%가 철도를 통해 배후지역으로 운송되고 있다. 독일의 모든 철도화물 서비스의 약
12%는 함부르크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고 있어 매일 200대 이상의 화물열차가 함부르크
항의 철도수송망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만 등은 입항한 메가쉽의 화물 운송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현재 화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지선의 연결성 개선과 더불어 향후 독일 함부르크항의 철도운송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항만의 복합운송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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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www.joc.com/port-news/european-ports/port-antwerp/mega-ship-calls-keep-press
ure-european-hubs_20190628.html(2019. 7. 2. 검색)
b) www.porttechnology.org/news/hapag_lloyd_and_evergreen_pursue_new_megaship_fle
ets/(2019. 7. 8. 검색)

166 |

인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 개발 계획

■ 인도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a)
-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항과 같은 남아시아의 허브항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PPP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민간사업자는 항만의 설계, 건설, 금융, 운영 등을 담당하며, 항만 개발 시 배후의 자유무역지구
조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 항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아시아-유럽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깊은 수심으로 허브항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림 1.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지정학적 위치

출처: Google Earth(2019. 7.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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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아시아-유럽 항로의 대다수 화물이 인도 영해를 통과하기에 금회 개발되는
항만에서 환적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
- 해당 항로의 화물 기종점은 대체로 콜롬보항, 싱가포르항, 홍콩항이므로 중간 환적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선사에게는 운송거리가 단축되어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인도 정부는 개발에 따른 내부수익률은 연간 12.4%로 산정되었으며, 10년 운영 시
예상되는 수익은 2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a)
- 해당 항만은 2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될 예정으로 1단계의 경우 항만 부지 면적은 모두 3.5㎢로
선석 연장은 6.8㎞, 수심은 20m로 계획하고 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이며, 운영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고시되었다.

최상균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sgchoi@kmi.re.kr/051-797-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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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항, 수소 동력원 구축 계획 수립

■ 항만과 선박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며 세계 각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a) b) c)
-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민들도 고통 받고 있다.
- 대표적인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는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고유황유를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 선박 1척이 발생시키는 SOx, NOx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승용차 5천만 대 혹은 트럭
50만 대가 발생시키는 분량과 같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는 항만과 선박 관련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글로벌 선사인 MSC는 지난해 자사 컨테이너선이 미국의 오클랜드항에서 육상전원장치로
부터 100%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받아 지난달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항만들은 무공해 전기 갠트리 크레인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선사들은 LNG 연료 추진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림 1. 수소 동력원 구축을 준비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출처: https://www.greenport.com/news101/australasia/auckland-looks-to-hydrogen-power(2019. 7.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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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은 친환경 무공해 항만을 목표로 수소 동력원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d)
-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만 운영사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소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수소를 공급받을 연료 전지 기반의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 우선적으로 수소 동력 승용차 2 대와 수소 동력 버스 등 경량의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후
크레인과 스테커 등 중장비들로 테스트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오클랜드항 관계자인 매트 볼(Matt Ball)씨는 “수소 동력 장비는 배터리 출력에 비해 높은 출력과
운행거리를 제공하며 재충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과 지역 주민에게도 반가운 일이다”고
밝혔다.
- 게다가 대체 연료는 청정 오클랜드항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외에 CEMARS
(Certified Emissions Measurement and Reduction Scheme) 인증을 받는 등 다방면으로 체계
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무공해 항만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 우리나라도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e) f) g) h) i)
- 국내 대표적인 조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은 IMO의 환경규제 강화추
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LNG 선박 제조기술을 고도화 중에 있으며, 차세대 선박인 수소 선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기에 미래형 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6천억 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4천억 원)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
이며, 미래 선박제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들은 선박의 정박 시 엔진 공회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압 육상전원장치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은 관 ‧ 민 상호 협력 하에 향후 더욱
강고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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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신흥 물류시장, 오만에 주목할 필요

■ 오만 정부는 최근 항만, 철도, 도로 등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물류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다.a)
- 오만은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 중의 하나로 에너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는 에너지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심에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 특히 오만 교통부는 지난 2월 물류부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개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
하였으며, 항만 및 항공 부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b)
- 오만의 국영 항공사 Oman Aviation Group(OAG)은 지난 4월부터 항공화물 회랑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화물의 효율성 개선 및 수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OAG의 개발 계획은 항공화물 운송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운송의 연결성 확대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량을 2030년까지 현행 23만 톤에서 73만 톤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오만 정부는 EU, 아시아 및 아프리카 민간 항공청과 협약 체결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 항만 부문에서는 수와이크항 내 시설 확장, 화물 취급 및 운송, 세관 통관 시간 단축 등 항만 하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중동 지역의 주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해상운송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b) c)
-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오만-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680㎞의
고속도로가 올해 하반기 개통됨에 따라 양국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오만의 항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 가는 길목이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1/3이 통과
하는 호르무즈해협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의 공급사슬 대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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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해상보험 요율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해상운송의 안전성이 주목받고 있는 등 신규 물류거점으로 오만을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물류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간의 적대감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의 신규 물류거점으로 오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a) c)
- 오만은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LPI 순위 또한, 59위(2014년), 48위
(2016년), 43위(2018년) 등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지속으로 해상운송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동지역의 신흥 물류거점으로 오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동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kdong@kmi.re.kr/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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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Logistic, 옴니 채널 및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매출 증대

■ 프랑스 기반 글로벌 물류 기업인 FM Logistic社는 전자상거래 및 옴니 채널 공급망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간 수익이 11.8% 증가했다.a)
- 동사는 고객 수 증가로 인해 13억 유로(약 1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EBIT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510만 유로(약 46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FM Logistic社의 CEO Jean-Christophe Machet에 따르면 “수익 증가는 고객 신뢰도의 지표이며
동사의 운영 효율성 향상의 결과이다.”고 언급했다.
- 동사는 지난 1년 동안 향수 및 화장품 부문 관련 회사들과 190백만 유로(약 25억 원)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FM Logsitc社의 점유율 추세는 창고업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데 반해 운송 부문은
꾸준히 증가했고 포장부문은 감소했다.
- FM Logistic社에 따르면 이 추세는 지속되어 작년 도심 물류 서비스인 ‘Citylogin’에 의해 진행된
운송 수익은 17% 증가했다.
- 또한, 프랑스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으며 이외 지역인 러시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매출이 전체의 약 61%를 기록했다.
그림 1. FM Logistic 물류 창고

출처: http://www.millenniumpost.in/business/france-based-fm-logistic-to-invest-150-mn-in-next-five
-years-for-warehouses-344879(2019. 7.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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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Logistic는 자동화 차량, 협업 로봇, 무인 운송시스템 등을 갖춘 창고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b)
-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도입한 새로운 창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Google의 비즈니스 생산성
도구인 지 스위트(G Suite) 도입과 같은 디지털 변환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또한, 프랑스의 렌(Esc Renne) 및 레흐베흐쥬멍(L’Herbergement) 지역에서는 물류 플랫폼에
태양열 전지판을 접목시켜 지속 운영이 가능한 멀티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 동사는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물류 운영 체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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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물류센터 수요 지속적 증가 예상

■ 지난 6월 Colliers International Group은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e-commerce 확산,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물류센터의 기능 변화 및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a)
- 동사의 아시아 지역에 e-commerce 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물류센터(부지)의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물류센터에 대한 국내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아시아 주요 도시의 물류센터 임대료, 공실률, 신규공급 전망

출처: http://www.colliers.com/en-gb/-/media/files/apac/asia/Colliers-Pan-Asia-Logistics-MarketReport-1.pdf(2019. 7.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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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의 물류서비스 향상에 대한 고객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도 진행되고 있다.b)
- 화물 배송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비약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고객은 무료 배송 또는 낮은 요금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 이러한 리드타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AI, 클라우드 솔루션, 블록체인, 자동화 솔루션
등의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림 2. 물류 배송 과정 변화도(3일→1시간)

출처: http://www.colliers.com/en-gb/-/media/files/apac/asia/Colliers-Pan-Asia-Logistics-MarketReport-1.pdf(2019. 7. 16. 검색)

최나영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chnayoung@kmi.re.kr/051-797-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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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류트렌트를 반영한 물류센터 시스템 변화 가속화

■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에 따른 기존 물류 서비스 제공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a)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기존 e-fulfillment 제공업체, 화물 주선업자, 라스트 마일(Last-Mile) 배송
업체, 국제 물류업체 등 다방면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여
물류업계의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mazon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물류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물류센터(북미, 중국, 유럽, 아시아 등) 활용 등 3PL(Third-party logistics)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하고 있다.
- Alibaba의 자회사인 Cainiao는 자산저감(Asset-light) 플랫폼을 기반으로 3PL을 구성, 물류자원
(빅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글로벌 배송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 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Zalando는 파트너 프로그램(Partner Program)을 활용해 패션제품에
대한 고객관점 물류체인(Customer-facing Logistics Chain)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UPS와 FedEx도 e-fulfillment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심화됨에 따라 新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a) b)
- 고객의 저비용, 적시 배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 기업은 인건비 절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거래의 투명성 제고, 프로세스 오류 최소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화 및 고도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Forbes Insight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과 같은 고도화 기술은 생산성 향상,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
- 클라우드 솔루션(Cloud Solution), 공급망 파이낸싱(supply chain financing) 및 블록체인(Block
Chain)은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및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키고, 물류센터 내 자동화 솔루션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a)
-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기술혁신이 발전함에 따라 초연결 시설, IoT연계 지게차, 콜드체인 창고 등
물류센터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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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결 시설(Hyper-connected facilities)은 IoT, RFID, GPS 등과 같은 전자장치가 상호간에
연결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 추가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IoT기술을 지게차에 연결하여 창고 내 적재･이송 작업 시 효율적 계획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지게차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창고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기존 7.3 ~ 7.9m의 적재상한을 11m
~ 12m로 상승 조정하고, 이에 따른 상품파손방지를 위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냉난방공조시스템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 systems) 보완이 필요하다.
- 창고 임대 및 부지 구입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건설 시 지하층을 추가해 적재 단수를
높이고,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최종배송센터(Final
Delivery Center)를 설치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 또한, 식료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슈퍼마켓, 편의점, 선식품 마켓 등이 결합한 새로운
콜드체인 창고(Cold Chain storage warehouse)가 출현하였다.
김남경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인턴
(kmink@kmi.re.kr/051-79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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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항, SEA＼LNG 연합 합류

■ 버지니아 항은 SEA＼LNG 연합에 합류하는 미국 최초의 항이 되었다.a) b) c)
- 버지니아 항은 전 세계 45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 걸쳐 철도망으로 연결된 국제 허브
항만이다.
- 운영 우수성과 지속 가능 성장의 일환으로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40% 늘리고 6개 터미널의
하역 및 접안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7억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 2019년 3월에는 무공해 연료로서 LNG 벙커링의 메리트와 확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 SEA＼LNG Peter Keller 회장은 “ 미국 최초의 회원으로 버지니아 항을 환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버지니아 항이 연합에 합류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LNG는 미국 내 및 국제 해상 운송 연료로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SEA＼LNG 연합은 LNG가 대기 질 개선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할 것이며, 버지니아
및 연안 지역과 같은 항만에서 특히 중요함을 강조했다.d) e)
- SEA＼LNG 및 SGMF 연구 결과 해상 연료로 LNG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GHG) 배출량은
현행 석유 기반 벙커와 비교하여 28~21%까지 줄일 수 있다.
- LNG는 IMO의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에 대응하는 신규
선박의 효율적인 측정안과 함께 203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에서 40%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권보배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b2kwon@kmi.re.kr/051-797-4774)

참고자료

a) https://www.lngworldnews.com/port-of-virginia-becomes-first-u-s-port-to-join-sea
lng/(2019. 7. 8. 검색)
b) https://sea-lng.org/sealng-welcomes-port-of-virginia-as-first-port-in-the-unitedstates-to-join-membership/(2019. 7. 8. 검색)
c) https://www.mem-online.com/news/article/virginia-becomes-first-us-port-to-sign
-up-to-sealng.html(2019. 7. 8. 검색)
d)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us-virginia-port-joins-sea-lng
-to-scale-up-lng-bunker.html(2019. 7. 8. 검색)
e)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europe/29633.html?highlight=IlNFQSBMT
kci(2019. 7.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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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만 4차 산업혁명 기술한 도입한 항만물류 최적화 구상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항만으로 발전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다.a) b)
- 로테르담항은 매년 4억 6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14만 척의 선박이 기항하는 유럽 최대 항만
으로 항만 자동화, 스마트항만(Smart por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2018년 1월 IBM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사용하여 항만 운영 환경을 다년간에 걸쳐 디지털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로테르담항 주변 약 42km 지역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IBM IoT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항만
내의 자원, 선박, 인프라, 기상자료(조류, 수온, 풍속 등)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만운영 최적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로테르담항만은 수집된 데이터와 증강지능 및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하여 항만운영
최적화에 활용하고 있다.c) d)
- IBM IoT 플랫폼을 구성하는 센서를 통해 기상,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박지 및
기타 중요 통계를 파악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랑, 조류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항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과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기술의
일종인 사이버물리시스템(CPS･Cyber Physical System)을 활용한 항만운영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다.
* 증강지능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있다.
- 디지털 트윈은 물리공간을 사이버공간에 똑같이 복사한 쌍둥이(Twin) 공간을 만들어 물리공간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 최적의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기술이다.
- 로테르담항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접안･하역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최적의 하역프로세스를 도출함으로써 화주, 선사, 항만당국 모두에게 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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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항만･해운 물류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c)
- 로테르담항 뿐 아니라 중국의 칭다오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싱가포르항 등 세계 유수의 항만들이
항만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해상물류 체계 구축 연구 등을 통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스마트항만 추진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중장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
지의 추진과정은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늦은 실정이다.
-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유지･개선을 위해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승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693)

참고자료

a) https://www.ibm.com/blogs/think/2018/01/smart-port-rotterdam/(2019. 7. 13. 검색)
b)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port-of-rotterdamteams-with-ibm-internet-of-things-to-digitize-operations(2019. 7.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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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how_digital_twins_are_evolving_ports/?cn-reloa
ded=1(2019.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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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항만운영시설의 태양에너지 활용 사례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의 지속가능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 패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항만시설 활용 및 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a)
- 로테르담항은 태양에너지 패널 설치를 통해 지속 사용가능한 태양에너지를 항만 내 다양한 시설
운용에 활용한 대표적인 항만으로 꼽히고 있다.
-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지역담당책임자인 Michel Bresser은 항만시설에 태양에너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수요소로 태양에너지 패널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패널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건물의
내구성’, 패널과 연결이 가능한 건물의 ‘전력망 확충’ 등을 꼽았다.
- 추가적으로 Michel Bresser은 로테르담항의 대표적인 태양에너지 활용 사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요약･제시하였다.

■ 첫째로, Kloosterboer Cool Port에서는 냉동컨테이너창고 지붕에 태양전지패널을 설치
하여 태양에너지를 과일 및 식료품의 냉동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a)
- Eemhaven에 위치한 Kloosterboer Cool Port의 냉동컨테이너창고 지붕 면적은 약 2만 7,000㎡
로서 약 1만 1,000개의 태양에너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연간 전력량은 약 2,637MWh로서 약 737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으며, 전력
사용량과 일조량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과일 및 식료품 냉동에
활용하고 있다.

■ 둘째로, Vopak Terminal Vlaardingen에서는 얇은 필름 형태의 변형된 태양에너지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여 태양에너지를 유류제품의 액화상태 유지에 활용하고 있다.a)
- Vopak Terminal의 지붕은 곡선(rounded)과 각진(angled)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지붕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포장지(foil)와 유사한 성질의 얇은 필름형태의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여 생성된 태양에너지를 유류제품의 액화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 특히 포장지 형태의 태양에너지 패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실험이 도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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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로테르담 항만공사 사옥 지붕에는 여러 개의 태양에너지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a)
- 항만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류시설 뿐 아니라 로테르담 항만공사 사옥에는 총 발전용량
0.56MwP의 태양에너지 패널 총 20기가 설치되어 있다.
- 최근 태양에너지 패널 설치 보조금 신청이 정부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사무실
에서 소비되는 연간 전력에너지 일부를 태양에너지로부터 수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2019년 현재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중앙정부는 Boskalis Beheer Slufter
인근에 부유식 태양에너지패널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a)
- 현재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중앙정부는 부유식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로테르담항 Slufter 인근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Slufter는 Maasvlakte 지역에서 발생한 준설토 투기로 인해 오염된 항만구역이며, 해당 장소에
부유식 태양에너지 패널 설치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총 80~100MWh의 전력량(약 3만 3,000
가구 사용 가능)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한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trumanlee@kmi.re.kr/051-797-469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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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container-news.com/solar-power-port-of-rotterdam(2019. 7. 15. 검색)

일본의 대외수출액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반도체 제조장치,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영향
■ 일본 재무부 무역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5월 대외무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한
5조 8,351억 엔으로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a)
- 수입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2%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무역수지는
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 ‘반도체 제조장치’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가장 크고 ‘LNG(액화천연가스)’와 ‘유기
화합물’ 수출도 저조했으며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수입액 역시 3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a)
- 2019년 5월 기준, 일본의 전 세계 대상 수출액 중 아시아 지역 비중은 53.5% 이며, 수입액 비중은
45.6%이다
- 수출 품목의 경우, ‘반도체 제조장치’가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41% 크게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이 14% 감소, ‘비철금속’이 19% 감소로 뒤를 이었다.
- 수입 품목의 경우, ‘비철금속’이 63% 크게 감소했으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10% 감소, ‘의류
및 동 부속품’이 9% 감소로 각각 침체했다.

■ 일본의 대 중국 수출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3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
섰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크게 감소했다.a)
- 일본의 대 중국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28% 크게 감소했다. 그 외 ‘자동차부품’이 20%, ‘광학기기’가 18%, ‘의류 및 동 부속품’이
16%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3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 대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전자 부품’, ‘IC(집적회로)’ 수출액이
18% 감소했으며, 그 외 ‘LNG’가 3% 감소, ‘통신기기’가 2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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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조장치’는 68% 크게 감소했으며, ‘플라스틱’도
6%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에는,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이 36% 감소했으며, ‘철강’도 8% 감소했다.
- 일본의 대 미국 수출액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10% 증가했으며,
‘반도체 제조장치’는 85% 크게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항공기류’, ‘엔진 등 원동기’가 각각 24% 감소하며 침체했다.
- 일본의 대 유럽연합(EU) 수출액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의약품’이 39% 감소했으며, 그 외 ‘전산
기기류 부품’이 21% 감소, ‘자동차부품’이 8% 감소했다. 수입액은 ‘항공기류’가 7.3배로 대폭 확
대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일본의 대 중동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수출액이 5%
감소했으며 전 품목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일본의 대 중동 수입액의 80% 이상 비중을 가지고 있는 ‘원유 및 조유’는 9% 증가한 반면,
‘LNG’, ‘석유제품’, ‘휘발유’ 등은 전년 동월의 40~50% 수준으로 급감했다.

■ 일본의 수출 품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15.3%)’이며, ‘반도체 등
전자부품(5.3%)’, ‘자동차부품(4.7%)’, ‘철강(4.7%)’, ‘원동기(3.5%)’, ‘플라스틱(3.1%)’,
‘반도체 제조장치(2.8%)’ 등의 순이다.a)
-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및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중 3가지
품목에 대해 신고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수출 규제를 공표했다.
-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3가지 소재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PR),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HF) 등 반도체 제조 시의 핵심 재료와 디스플레이 기판 재료인 불화폴리이미드
(Fluorine Polyimide, PI)이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성일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han@kmi.re.kr/051-797-4781)

참고자료

a)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http://www.customs.go.jp/toukei/latest/index.htm(2019. 7 .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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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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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mi.re.kr/global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