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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대응 방콕선언 채택

■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에서 10개 회원
국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콕선언을 채택했다.a) b)
- 2017년 미국 워싱턴 해양보전환경단체(Ocean Conservanc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의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은 동남아 해역 플라스틱 쓰레기 주요 배출국가로 나타
났다.
-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국가로 연간 320만
톤 이상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한다.
- 인도네시아에 뒤이어 필리핀은 연간 약 190만 톤 정도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며, 작년에는
거의 6kg에 육박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사망한 고래가 발견되기도 했다.
- 태국 역시 상당한 양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로드맵(2018년~2030년)을 수립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림 1.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순위(2019)

출처: https://www.statista.com/chart/12211/the-countries-polluting-the-oceans-the-most/(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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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선언은 아세안 회원국들 간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폭 감소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b) c)
- 방콕 선언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해양 쓰레기와 관련한 각 국가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가치 사슬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지역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센터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과 소통의 매개가 되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림 2. 제 34차 아세안 정상회의(태국 방콕)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asean-summit/southeast-asian-nations-vow-to-com
bat-plastic-debris-in-oceans-idUSKCN1TN04D(2019. 8. 9. 검색)

■ 방콕 선언이 아세안 회원국들 간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될 것인지,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인지가 주목된다.b)
-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들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방콕 선언에서 정한 프레임 워크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법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 회원국들 간 공통의 이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일정 구속력을 가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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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올해 5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일 예정이다.d)
-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배출 감소를 위해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해양발생, 육상유입, 해외유입) 특성을
고려한 저감 및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해양 플라스틱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을 통해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지역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쓰레기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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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thethaiger.com/hot-news/plastics/asean-commit-to-eliminating-marine-plastic
(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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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112&call_from=rsslink
(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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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블루이코노미, 해양산업 연계강화로 달성

■ 블루이코노미의 성장에도 불구, 방향성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부족하다.a)
- 해양자원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육상 천연자원의 감소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연안･해양이 지니
는 가치를 재평가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는 “그린이
코노미(Green Economy)”의 개념을 해양자원의 활용 분야에 특화시킨 용어로, 건강한 해양생태
계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 그러나 블루이코노미의 개념은 국가, 지역, 산업부문 등 다양한 집단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
는 경우가 많으며, 활용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블루이코노미를 구체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적 관점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집단과 환경･생태 보전을
강조하는 집단이 동일한 용어를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블루이코노미의 지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b)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사우스코스트(South Coast of New South Wales: NSW)의 연구진은
이상적인 블루이코노미 모델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환경･사람･경제적 요구를 통합
하여 최적의 이익을 도출하는 “Triple Bottom Line” 의사결정체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했다.(그림1 참조)
그림 1. 블루이코노미의 3대 지향점(Triple Bottom Line)

출처: https://www.slideshare.net/caribank/financing-the-blue-economy-acaribbean-development-opportunity(2019.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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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팀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의 실증모델을 찾기 위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책임기관인 호주의 자원 및 안보 관리센터(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는 블루이코노미 개념이 화려하게 등장하여 환영받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
개발 전략으로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나아가 연구진은 블루이코노미에 지역사회의 참여, 형평성,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
하는 방식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를 위해서는 해양산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a)
-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이코노미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해양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와 전통
산업･신산업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해양 관리의 각 분야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분야에 결친 통합된 방식의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해양생물학, 예술, 인류학, 사회과학, 도시공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명이 넘는
연구진이 해양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 가령 영양불균형과 식량안보 문제를 지닌 개발도상국에서 수출목적의 대규모 어획 또는 대규모
해양관광 시장 개발을 진행할 경우, 지역의 식량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을
연구하는 실험이다. 이렇듯 산업 간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의 다양한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한,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의 핵심 요인이다.a) c)
- 블루이코노미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전통산업과 신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라이선스(Social License)가 필요하다.
- 연구팀은 사회적 합의과정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와 혁신활동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스토리 맵(Online Story Map) 등으로 참여적 계획 활동(Participatory Planning)을 제안했다.
- 온라인 스토리 맵은 시민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역에 바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 중요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잠재력을 테마로 40개의 스토리가
있는 연안지도를 작성하였다. 일례로 서핑 애호가를 위한 ‘에코보드’ 제작부터 연안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어촌 이야기, 다양한 갑각류의 서식지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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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중소기업과 잠재 고객들을 연결하여 자원 협력과 공유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해양클러스터
등이 활용될 수 있다.
- 특히, 태평양 제도 등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참여모델을
적용한다면 해양자원의 보전과 주민들의 웰빙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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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79299d10-8a35-11e8
-ac6a-01aa75ed71a1(2019. 8. 8. 검색)
b) https://www.forbes.com/sites/natalieparletta/2019/06/21/making-the-blue-economya-sustainable-reality/#748e239626f8(2019. 8. 8. 검색)
c) https://www.uow.edu.au/media/2019/south-coast-communities-invited-to-road-testthe-blue-economy.php(2019.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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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확대… 유가하락, 해양수산부문 영향

■ 미･중 무역관계 악화 및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1개월 만에 15% 하락했다.a) b)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8월 초 원유가격은 배럴당 60.50달러로 3일 만에 7.2% 하락하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 8월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중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유가
가 추가 하락하여 7월초 대비 8월초 유가가 1개월 만에 15% 가량 하락하였다. 이는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그림 1. 최근 1년간 유가 변동 추이

주: (좌) 미국 서부 텍사스 유(WTI) 유가 변동, (우) 브렌트유 유가변동
출처: https://oilprice.com(2019. 8. 11. 검색)

■ 미･중 무역 분쟁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브랜트 유는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다.a) b)
- 시티그룹의 글로벌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감소할 때마다 하루 25만 배럴의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 분쟁은 세계무역성장률을 7%에서 2.5%로 둔화시킴으로써 석유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석유수요를 하루 50만 배럴 감소시킬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무역성장률의 저하만으로도 하루 50만 배럴의 수요가 감소된다는 의미다.
모르스는 2020년 중반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9

-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리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국제부문 전문가 블랑크(Blanch)는
지난 6년 평균 전 세계 석유 소비는 하루 60만 배럴로 지난 4년 평균인 150만 배럴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하였다.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 브렌트 원유가는 배럴당 4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OPEC의 원유생산량 조정을 통한
세계 유가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US EIA)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2.1백만 배럴로 전년 대비 1.65백만 배럴/일 증가하였다.

■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유가 하락에 대비한 해양수산 분야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c) d)
- 유가 하락 시 수산업 및 해운업은 연료비 하락으로 인해 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개선이 기대된다.
조선의 경우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타격을 받으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는 증가하게 된다.
- 수산업의 경우 유류비 부담이 큰 수산 어획부문에서 비용절감에 따른 경영이익 증가 효과가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 확대로 경기둔화, 소비침체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 해운업의 경우 매출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유가 하락 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며,
최근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하락은 단기적으로 해운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시 무역규모 감소로 해운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조선업의 경우 유가 하락 시 비용부담 감소로 인해 신규 선박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데, 최근의 유가하락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한 측면이 커서, 선박 발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 모든 분야가 유가 하락 및 무역 분쟁 확대 및 장기화에 따른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부분별로 세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수빈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참고자료

a) https://business.financialpost.com/commodities/energy/at-the-edge-of-a-cliff-oil-prices-could
-plummet-to-us40-if-u-s-china-trade-war-drags-down-global-economy(2019. 8. 14. 검색)
b) https://www.ft.com/content/097d4878-b487-11e9-8cb2-799a3a8cf37b(2019. 8. 14. 검색)
c)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5(2019. 8. 14. 검색)
d) https://www.yna.co.kr/view/AKR20150202185851003(2019.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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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 데이터 센터 급증, 기후변화 주범으로 부상

■ 앞으로 3년 이내에 북극 지역에만 총 27개의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
모두 1.5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a)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85%가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된다.
노르웨이는 전력생산의 95%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최근 2040년까지
전력공급원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이러한 북극 지역의 풍부한 녹색에너지와 자연 환경이 에너지 집약 산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 IT 기업들은 북극에 데이터센터를 세워 북극의 찬바람으로 서버 발열을
잠재우고, 풍력 에너지를 냉각에 활용하는가 하면,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다.
- 현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지역에 11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2021
년에 추가 데이터센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IT 산업에서 탄소 발자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는 분야가 바로 속도로 커지는 분야이다.b)
- 201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들이 소비한 전력은 세계 전력 공급량의 3%,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 데이터센터의 탄소 발자국은 항공 산업과 맞먹는 수준이다.
- 미국 IT 시장 분석 전문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발간한 ‘Data Ag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탄소 배출량 총계의 3.2%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전력의 1/5을 소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더욱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수는 2012년 50만 개에서 현재 800만 개로 급증했으며, 이들 데이
터센터가 사용하는 에너지양이 4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터센터 서버의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새로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 데이터센터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를 소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유독한 화학 물질로
만든 냉각제, 데이터센터 전력이 부족할 때 필요한 배터리 백업 또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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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북반구의 기온은 기록적으로 높았고 알래스카를 비롯한 몇몇 지역은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로 엄청난 이산
화탄소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북극해 해빙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 북극권 국가들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데이터센터의 설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인류 공동의 재산인 북극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은 간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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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ighnorthnews.com/en/why-energy-intensive-industries-are-looking-to
wards-arctic(2019. 8. 14. 검색)
b) https://www.datacenterknowledge.com/industry-perspectives/data-center-dilemmaour-data-destroying-environment2019.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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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시장의 성장과 과잉 관광의 딜레마

■ 2027년까지 크루즈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a) b)
- 2019 크루즈산업 보고서(2019 Cruise Industry News Annual Report)에 따르면 크루즈관광
시장은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지역 크루즈관광
시장은 2019년 약 1,560만 명에서 2027년에 2,100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
크루즈관광시장이 향후 9년 동안 매년 약 6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지역 크루즈관광시장은 2019년 약 8백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1,250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크루즈관광시장은 2019년 400만
명 규모에서 2027년에는 700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27년 크루즈관광시장 전망

선석 수(천개)

크루즈선박 수(척)

크루즈관광객 수(백만명)

출처: https://www.cruiseindustrynews.com/flip/cina2019/mobile/index.html#p=5(2019. 8. 19. 검색)

- 전 세계 크루즈관광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아시아지역 크루즈관광시장 성장을 선도하는 중국은
상하이에 크루즈관광 시범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크루즈 선용품 공급,
크루즈선 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크루즈관광 허브를 목표로 시범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하이에는 2011년 우송커우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터미널 2개가 신설되
었다. 상하이 크루즈관광 시범구역은 제철소로 사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며, MSC
크루즈, 코스타 크루즈, 스타 크루즈, 로열 캐러비언 등 주요 크루즈선사들도 상하이를 모항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사업부지 내에 1,700m² 규모의 면세점이 개장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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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크루즈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c)
- 이탈리아 베니스는 2019년 9월부터 유적지 인근에 대형 크루즈선박의 정박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형 크루즈선박의 접안으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특히 지난 6월 대형 크루즈선박이 부두 및 인근의 관광 보트와 충돌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다.
- 벨기에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브뤼헤는 크루즈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제브루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선박을 하루 2척(종전 5척)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 남부의
항구도시인 두브로브니크는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와 협력하여 과잉관광(overtourism)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하루에 5천 명 정원의 크루즈선박 2척만 정박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2019년 1월부터 크루즈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1명당 8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스도 키클라데스 제도에 매일 8천 명의 크루즈관광객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과도한 크루즈관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크루즈선박의 정박을 줄이기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림 2. 크루즈관광 반대 시위 모습

베니스

바르셀로나

출처: (좌)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overtourism-cruise-industry/index.html; (우) https://elpais.com
/elpais/2016/06/08/inenglish/1465391697_493106.html(2019. 8. 19. 검색)

■ 지속가능한 크루즈관광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d)
-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
파괴 등은 지역에 사회･문화･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리스본은 크루즈선박 입항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에서 발생하는 미립자와 이산화황(SO2)으로 인해 리스본 항구는
유럽에서 6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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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들은 과잉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크루즈선박 정박 척수 및 일일 관광객
수 제한, 관광 루트 일부 개방, 관광세 부과, 관광 허용 시간제, 실시간 관광객 밀집도 정보 제공,
관광 매너 캠페인, 현지가이드 동행 의무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과잉관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크루즈관광이 관광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참고자료

a) https://www.cruiseindustrynews.com/cruise-news/21189-north-american-market-to
-lead-cruise-industry-through-2027.html(2019. 8. 19.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shanghai-to-establish-cruise-demonstr
ation-zone(2019. 8. 19. 검색)
c)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cities-who-banned-cruise-ships/(2019.
8. 19. 검색)
d) https://www.dw.com/en/lisbon-choking-on-cruise-tourist-boom/a-49847249(2019.
8.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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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지구 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

■ 195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은 여전히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 매립･소각 처리되고 있다.a) b)
-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인 1950년에 200백만 톤에서 2015
년에는 3억 8,000만 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총 생산량은 약 83억 톤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8.4%씩 증가한 것으로 동일 기간 전 세계 GDP 성장률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 이처럼 생산량은 급증한 반면 재활용률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 2015년까지 쓰레기로 배출된 63억
톤 중 9%만이 재활용되었으며, 12%는 소각, 나머지 79%는 매립 또는 자연환경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1905~2012)

출처: Peter G. Ryan, Introduction, in M. Bergmann, L. Gutow, M. Klages
(Eds.), Marine Anthropogenic Litter, 2015., 2p.

■ 플라스틱 생애주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수지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c) d)
- 플라스틱 생산량 및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기후변
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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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운반-가공-처리 등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억 톤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470억 톤)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항공 분야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만약 하나의 나라로 가정
한다면 “플라스틱 왕국(Plastic Kingdom)”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 해당
된다.
-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 65억 톤으로 증가하여 세계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플라스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면, 수지 생산 단계(resin production)가 61%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생산된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하여 물병 등 각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단계(conversion) 및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단계(EoL)는 각각 30% 및 9%를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플라스틱 유형 및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리 단계에서는 특히
소각 방식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플라스틱 생애주기별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기준)

출처: Zheng & Suh, Strategies to reduce the global carbon footprint of plastics,
Nature Climate Change 9, 2019, p.3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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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은 분해 과정에서도 메탄, 에틸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화
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배출량이 증가한다.e)
-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인 메탄과 에틸렌을
내뿜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 결과, 가장 많이 생산되는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에틸렌(PE)이 온실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였으며, 플라스틱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보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대기
중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 또한, 플라스틱의 미세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향후 2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분해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라스틱의 기후변화 영향 저감을 위해 재활용 확대,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소비 감소, 플라스틱 생산･가공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c) d) e)
-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 최대 18%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러나 폐플
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라스틱(virgin plastic)이 일부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석유를 이용하는 기존의 플라스틱을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플라스틱 비중이 전체 플라스틱의 1% 미만이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서는 광범위한 경작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방법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플라스틱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을 현재의 연 4%에서 2%로 줄이는 것만으로 2050년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0%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외에도 플라스틱 생산･가공 및 운반, 처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하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좌미라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stehauf@kmi.re.kr/051-79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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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외계 생명체 발견 위해 극한 해양환경 탐구

■ 외계 생명체의 서식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상의 극한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a) b)
- 만일 인류가 접근 가능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서식 환경은 지구와 달리
매우 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Enceladus)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Europa)에는 액체로 된
바다가 존재하며, 표면의 얼음 아래에서는 열수 활동(hydrothermal activity)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6월 27일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Titan)에 우주선을 보낼 계획을 발표
했는데, 타이탄도 메탄 호수와 표면이 얼음으로 덮인 물로 이뤄진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 우주 탐사 목적지와 비슷한 주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장소들을 유사환경(analog
environment)이라고 부르며, 외계 생명체 연구를 위한 탐구 대상으로 점차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SUBSEA 탐사를 위해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하는 장면

출처: https://phys.org/news/2019-05-ocean-space-exploration-blend-uri.html?fbclid=IwAR2p
yefXBAWEW9x32oVkZezGCj4cwK_KISorihSvMQZJIHdzPxJ3ezoB3Y4(2019. 5.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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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는 태평양 심해 열수배출구(hydrothermal vent)에서 유사환경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a) c) d)
- 해양에서의 유사환경 연구를 위해 NASA는 여러 관련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SUBSEA (Systematic
Underwater Biogeochemical Science and Exploration Analog)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SUBSEA 프로젝트에는 NASA의 Ames Research Center, 해양대기청(NOAA)의 Office of
Ocean Exploration and Research,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Inner Space Center, 우즈홀 해양
학연구소, 해양탐사기금(Ocean Exploration Trust) 등이 참여하고 있다.
- SUBSEA 사업의 목적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 및 위성이 보유한 수계(watery worlds)가 미생물의
서식 가능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환경을 활용하여 해양과 우주 연구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작년에 SUBSEA 연구진은 하와이 근처 심해의 열수배출구 주변 환경을 조사했는데, 인간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 조사를 위해 원격심해잠수정(ROV) 등 첨단 로봇기술이 투입되었다.
그림 2. 북부 알라스카 저온염수호 조사 현장

출처: https://scitechdaily.com/subzero-arctic-water-provides-peek-at-possible-life-on-otherworlds/?fbclid=IwAR0vtczGwQC8V7IdEyDoynYFTEWP8FihBsHGbd-6PGBpUV4FCwVhgsiYH1M
(2019. 7.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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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의 매우 차고 염도가 높은 물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우주 생물체의
생리와 서식환경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b)
- 최근 미국 워싱턴 주 벨뷰(Bellevue)에서 개최된 우주생물학 컨퍼런스(AbSciCon)에서는 북부
알라스카 저온염수호(Cryopegs)에서 발견된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 과학자들은 저온염수호 미생물들의 DNA 염기서열 등 관련정보를 발표됐는데, 이를 통해 수만 년
동안 격리된 극한 환경에서 박테리아 군집이 번성하고 있음을 보였다.
-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는 물은 온도가 섭씨 0도 미만이지만 높은 염도(14%)로 인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보통 이 정도 염도에서는 모든 생명현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존재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다른 천체에서도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연구가 아직 미지의 세계인 극한 해양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고 있다.
- 인간의 접근과 연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태양계의 다른 행성 및 위성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의 해양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이다.
- 그러나, 인류가 바다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다른 천체보다 가깝다고
해서 지구의 바다를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결국 SUBSEA와 같은 유사환경 연구는 미지의 우주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인 동시에 우리 바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부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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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귀신 고래들의 미스터리한 죽음
■ 올해 들어 북동 태평양에서 귀신고래(Gray Whale)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a) b)
-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 만. 전 세계 관광객들은 고래를 보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다. 혹등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고, 참고래는 꼬리로 파도를 만들어내며, 운이 좋은 날에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머리를 내미는 귀신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월 이후, 멕시코부터 알래스카에 걸친 해안선을 따라
적어도 167마리의 북태평양 귀신고래가 죽은 채 해안으로 떠밀려왔다. 대부분의 죽은 고래들이 해저
에 가라앉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실제로 죽은 귀신고래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해당 숫자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비정상적 사망 사건(Unusual Mortality Event; UME)”으로 선포할 정도다.
그림 1. 죽은 채 해안선에 떠밀려온 귀신고래

출처: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05/31/why-whales-dying-no
aa-declares-event-launches-investigation/1259060001/(2019. 8. 4. 검색)

■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 부족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a) c) d)
- 매년 봄, 귀신고래들은 출생지인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의 따뜻하고 얕은 석호들을 떠나, 풍부한
먹잇감을 찾아 알래스카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베링 해의 차가운 물속까지 약 8,050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이곳에서 단각목(Amphipoda) 등의 작은 갑각류들을 매일같이 최대 1.3톤씩 섭취하는데,
왕복 1만 6,100킬로미터에 달하는 험한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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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른 봄 이 고래들이 바하칼리포르니아의 번식지로 예년보다 몇 주 늦은 시기에 돌아 왔으며,
평소보다 더욱 말라있었다. 그리고 지금, 북극으로 돌아가는 귀신고래들을 관찰했을 때, 성체들은 영양
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이며, 새끼들의 수는 작년에 조사했을 때보다 약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바다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바다의 용존산소량은 떨어지고 있으며, 산성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해수 온도가 1.8도씩
상승할 때마다 해양 동물의 총량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지난 여름, 베링 해에 있는 고래들의 주요 먹이 서식지가 예년보다 8도 이상 더 따뜻하였다. 과학
자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이 고래들의 주요 먹이 공급원인 단각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조사
하고 있다. 단각목은 해빙에서 자라는 특정 해조류를 먹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빙이 녹으면서
그 해조류가 줄어들어 이로 인해 단각목의 개체 수가 적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의 전체
해빙 면적은 지난 41년 중 가장 작았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e)
- 2011년, 새만금 방조제 안쪽 해역에서 상괭이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직접적
인 원인은 ‘질식사’로 판명되었는데, 이상 한파로 인해 내측 수면이 얼어붙으면서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 대한
충분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박재영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jay.park@kmi.re.kr/051-79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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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지형을 활용한 해안보호방안 적극 도입 필요

■ 최근 자연지형 기반 해안보호 방안의 가치를 재조명한 연구가 소개되었다.a) b)
- 최근 수십 년 간 다양한 연구들이 갯벌과 같은 자연지형이 월파나 해수범람 등의 재해로부터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효과에 주목했으며, 일부 연구들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정량적인 수치
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발생 (예상)지역에서는 해안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제방을 설치하는 경성호안 기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 현장에서 자연지형 기반 해안보호 방안의 적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실
우려, 유지･관리 비용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해안보호 효과의 불확실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Iris Möller 교수는 자연지형의 해안보호 효과를 정량화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 Möller가 제안한 방법은 자연지형의 해안보호 효과 가운데,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식생으로 피복된 해안습지는 파고(파
도의 높이)를 낮추고, 퇴적물을 안정화시키며, 폭풍해일의 운동에너지를 상쇄시키는 등 다양한 방
식으로 해안지역을 보호한다.
- 이 가운데 파고를 낮추는 효과는 주변의 해안습지가 없는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파랑 특성(속도, 주기, 방향)과 수심, 자연지형 특성(식생의 밀도,
분포 범위 등) 등의 변수와 파고 감소량 간의 경험적 관계식을 도출하여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보호 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다.

■ 경성호안 중심의 해안보호 방안은 효과가 미비하거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c) d) e) f)
- 우리나라의 전체 해안선 가운데 방파제와 같은 인위적인 구조물이 설치된 해안선의 비율은 약
34%이며, 도서부를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49%로 높아진다. 이는 방조제 건설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해안침식 대응을 위한 구조물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 지금까지 이뤄진 다수의 연구들은 해안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해안가의 인공구조물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안침식 대응대책들은 새로운 인공구조물 설치
를 통해 배후지역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례에서 대응대책의 효과가 당초 기대수준
이하로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에 해안침식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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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호안에 기반을 둔 해안보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강건한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과정
에서, 배후지역의 가치에 비해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공비용 외
에 해안선 전면부의 토양 유실에 따른 생물학적 손실과 어항 등 주변지역의 퇴적물 증가에 따른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크다.
그림 1. 동일해안의 반복적인 인공구조물 설치 사례

주: 동일한 해안의 2012년 3월(좌상)과 9월(우상) 및 2014년 3월(좌하, 우하) 비교 사진. 쇄굴로 인해 파괴된 방파제를 철거
하고 새로운 방파제를 시공하였으며 잠제를 추가로 조성하였다.
출처: 작성자 촬영

■ 연안정비사업과 자연해안관리목표, 해양생태계복원을 연계한 정책통합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으로 해안보호 패러다임이 경성호안 위주로 이루어진 데에는 토지소유와 재산권 문제도 연관
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이 설정된 배후지역이 해안선 전면부에 비해 피해 발생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배후지역의 피해 방지 외에도 해안보호에 소요되는 예산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경성호안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자연지형의 해안보호 효과는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다.
갯벌이나 염 습지와 같은 자연지형들은 해안생태계를 유지하는 서식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저감(블루카본)이나 탈질작용(denitrification), 관광과 여가 등 다양한 방향
으로도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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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자연지형의 해안보호 효과와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해안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연지형 중심 해안보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연구 수행과 결과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개별 법제도와 관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정비사업과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그리고 해양생태계복원사업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합･연계할 경우, 별도의 법령
제정 없이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지형 기반 해안보호 방안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서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geographeryim@kmi.re.kr/051-79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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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 해양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주목

■ 시민에 의한 해양과학 데이터 생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a) b) c)
- 시민과학은 일반시민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 연구를 말하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 활동을 전파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 시민과학은 전통적으로 간과되어온 일반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지식을 보완해 대안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긴밀한 협력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 개인의 활동이 중요한 데이터 생성에 기여하는 요즘, 개인이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
력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개최된 제30회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UNESCO-IOC) 총회의 해양 과학의 날(Ocean Science Day)프로그램에서도 해양과학에서
개인의 공동지식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호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민과학이 해양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d) e) f) g)
- 특히 고비용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민과학이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pot A Shark USA’라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에서는 시민 다이버들에게 상어의 종과
분포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게 해 시민들 스스로 상어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는 호주 북동부 해안 대보초
(Great Barrier Reef)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상암초다이버(Virtual Reef
Diver) 프로젝트를 활용했다. 이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는 시민
과학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최신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한다. 이로써 통계모델과 산호초 변화
예측 지도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호초 파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는 시민과학이 해양과학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일찍이 파악하고 다양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NOAA에 따르면 2018년에만 9,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시민과학으로 8만여 시간 동안 실제 과학연구에 기여했으며, 이는 40여 명의 정규 연방 정부 직원
의 노동시간 또는 약 200만 달러의 가치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양데이터
수집의 비용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과학에 기여하는데 시민과학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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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AA의 시민과학 프로젝트

출처: https://sanctuaries.noaa.gov/involved/citizen
-science.html(2019. 8. 1. 검색)

■ 우리나라 해양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시민과학이 비용효율적인 해양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와 정책적 고도화가 필요하다.a) b) h)
- 1990년대 말부터 ‘해양습지조사단’ 등으로 불리며 서울환경연합 등 10여개 단체와 시민에 의해
실시된 해양습지 중요 생물종 조사는 국가 식물 조사 작업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종을 발견
했다.
-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화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에 개최된 ‘2019년 제1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정기총회’에서 해양환경
공단이 진행 중인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보호구역 내에서 해양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또한, 국내 NGO 단체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시민과학을 통해 지속
적으로 관찰해오며 해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해양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며 전문적인 해양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채민경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mk.chae@kmi.re.kr/051-79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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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해양 파트너십 구축 공동 선언문 발표
■ EU와 캐나다는 지난 7월 해양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a) b)
- EU와 캐나다는 수산업과 해양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 동 협정에는 IUU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해양 오염, 기후 변화와 같은 해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두 나라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해양 및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EU 환경해양수산청장은 “우리 해양은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불법 조업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어떤 국가나 지역도 이러한 문제들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EU와 캐나다가 함께
건강한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 EU-캐나다 양국은 그동안 해양문제에 대한 오랜 협력을 유지해왔다.c)
- 정기적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뿐 아니라 해양･환경･수산 분야의 정책적 접근, 경험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해왔다.
- 2013년 5월 24일, 대서양 협력에 관한 골웨이 성명서(Galway Statement on Atlantic Ocean
Cooperation)에 서명한 후, ‘EU-캐나다-미국 간 대서양 연구 연합(European Union, Canad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tlantic Ocean Research Alliance)’과 ‘EU-캐나다 해양 워킹그룹
(European Union-Canada Marine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공동협력을 해 오고 있다.
- EU와 캐나다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문을 2016년에 발표하였으며, 2018년 G7 정상
회담에서는 건강한 해양과 연안 지역의 회복 및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샤를보아스
청사진(Charlevoix Blueprint)’을 승인하였다.

■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결과이며, 다음과 같은 협력 의제를 설정하였다.b) d)
- 1) 공해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2)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오염의 대응, 3) 해양관련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 4) 중앙 북극의 규제되지
않은 상업 어업의 금지, 5) 지역 및 세계 포럼에서의 해양 거버넌스의 강화, 6) 해양에서의 안전하고
품위 있는 생활과 노동조건의 증진,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의 근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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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국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해양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UN의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U는 다자간 혹은 양자 간 협력을 통해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b) d) e) f) g)
- EU는 여러 국가와 함께 해양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협력해 오고 있다. EU는 브라질-남아공과
해양조사 협정을 2017년에 체결하였고,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와 해양연구개발 협정, 북극 파트너
9개국과 공해상에서 규제받지 않는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 중국과 동일한 협정을 채결한 이후 캐나다와 체결한 해양 파트너십 협정은 EU의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양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이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EU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국제 아젠다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진우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전문연구원
(jwseong@kmi.re.kr/051-797-4505)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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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 작업 진전

■ ISA 제25차 연차회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권고안이 도출되었다.a) b)
-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제25차 연차
회의가 7월 26일 총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이 회의에서 법률⋅기술위원회(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The Regul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초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고, 권고 이유를 설명한 주석서 작성 작업을 완료하였다.
- 이에 대해 마이클 롯지(Michael W. Lodge) ISA 사무총장은 개발규칙 초안에 대한 권고안 도출이
제25차 연차총회 개최 이래 가장 중요한 진전사항이라고 평가하였다.
* ISA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번 제25차 연차회의는 모두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사회 회의(2월 25일-3월 1일), 법률･기술위원회 회의(3월 4일-15일)로 구성
되었고, 두 번째 파트는 법률⋅기술위원회 회의(7월 1일-12일), 이사회 회의(7월 15일- 19일), 총회(7월 22일- 2
6일)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제25차 연차회의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권고안 작성과 더불어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a) b)
- 7월 15일 부터 진행된 이사회(Council)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 초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모델, 각 작업반이 산출한 성과, 법률⋅기술위원회가 초안에 관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용어 사용과 그 범위, 초안의 기본 정책과 원칙, 연안국의 권리,
협력 의무 및 정보교환, 해양환경 보전의 문제, 계약자들의 권리와 의무, 초안 작업 완료 기한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 이외에도 이사회는 베이징 파이오니어 하이테크 개발회사(Beijing Pioneer Hi-Tech Development
Corporation)가 제출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 개발계획 신청 승인,
고위급 행동계획(High-Level Action Plan)을 포함한 2019-2023 ISA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ISA for the period 2019‐2023) 이행 문제를 논의하였다.
- 총회(Assembly)는 특히 법의 지배와 관련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ISA의 역할, 기구의 투명성 제고
문제, 인류의 공동유산 체제 운영에 관한 문제, 지역환경 경영계획(REMPs) 관련 워크숍,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심해저 및 해양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비정부기구에게 ISA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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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이 제정될 경우, 심해저 자원의 상업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c)
- 우리나라는 ISA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3대 심해저 광구인 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 해저
열수광상(Polymetallic Sulphides), 망간각(Cobalt-Rich Crusts) 광구에 대한 탐사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며, 2017년에는「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여 심해저 자원의
상업개발에 대비하고 있다.
- 현재까지 심해저 자원의 상업생산이 요원해보이지만, 개발규칙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 맞서 신 자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김민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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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isa.org.jm/news/isa-council-opens-focus-draft-regulations-support-sust
ainable-exploitation-deep-seabed-marine(2019. 8. 12. 검색)
b) http://enb.iisd.org/oceans/isa/2019-2/(2019. 8. 12. 검색)
c)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2016년 7월 20일(2019.
8. 12. 검색)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 7월 21일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10년 당선되어 임기가 끝난 124명(참의원의
반수)에 대한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여 승리하였으나 개헌 발의 의석 확보는 실패
하였다.a) b)
- 7월 21일 일본정부는 *참의원의 반수를 걸러내는 선거를 시행하여, 일본정부의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71석을 획득하면서 과반수 획득 승리를 했다.
* 일본의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그 중 반수는 3년 단위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 3년 전에 시행되었던 참의원 반수 선거에서는 73석을 획득해서 이번 획득 의석과 합치면 144석의
안정 의석을 획득했지만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참의원 2/3 석인
164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 이번 참의원 자민당 공약집에는 외교･안보 공약을 제일 선두에 내세우고 6가지 주요 공약 중에
헌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 헌법 개정의 문제는 곧바로 자위대의 위상강화와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로 이어지는 명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이나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자주 충돌을 시도하는 일본의 헌법 개정
노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아베정권은 이번 참의원 승리를 계기로 아베총리의 당 총재 4선을 위한 당령 개정이나, 개헌 세력의
모색 등 개헌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정부는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해석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신안보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후, 2016년 발효시켰다.c) d)
* 신안보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자위대 활동반경의 확대를 규정한 ‘평화안전법제’ 등을 일컫는다.

- 신안보법의 성립은 과거 일본정부가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유지해 온 전수방위원칙을 폐기하고,
보통국가로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2012년 아베정권 제2기가 출범한 후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표명해 왔다.
- 아베정권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신
안보법’은 미일동맹의 구조에서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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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보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헌법 제9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위기 사태 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의 깊게 지켜
봐야 할 사항이다.

■ 일본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해양영토문제’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
해서 주장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된다.e)
-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2/3석의 획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본정부로서는 절대안정수의 의석을
획득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책 지향점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는 당분간 한국에게 공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토･
해양 정책의 문제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 현실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유신회’의 의석 16석을 포함하면 160석이 되고, 나머지
4석의 확보와 관련하여 야당 내에 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포섭하여
개헌발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의 일본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아세안 지역에의 해상방위능력 제공과 같은 형태로 해양 방위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해양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시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politique@kmi.re.kr/051-79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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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 총리의 북방 4개 섬 방문 강력 항의

■ 8월 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방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a) b)
- 이달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각료들과 함께 북방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르프 섬
(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하였다.
- 메드베데프 총리가 북방 4개 섬을 찾은 것은 2015년 이래 4번째이며. 2011년 처음으로 쿠나시르 섬을
방문한 이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평화조약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측이 ‘북방
영토(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러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일본은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방문을 실효지배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며, 러･일
평화조약 체결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a) c)
- 메드베데프 총리는 방문 시 러시아 정부 개발계획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주택의 건설 현장과
온천시설･수산가공공장을 시찰하고, 독자적인 지역개발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방문을 실효지배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 이 같은 항의에 대해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의 영토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반박하였다.
-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체결을 포함하여, 향후 러･일 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 북방 4개 섬의 영토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큰 만큼 앞으로도 영토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러･일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속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일본 측이 4개
섬 중 2개 섬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북방영토(쿠릴열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였다.
- 그러나 일본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에 비해 러시아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 37

- 서로의 입장차가 현저한 가운데 북방 4개 섬에서의 러･일 공동경제활동이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당분간 경제협력 이외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담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sd0915@kmi.re.kr/051-797-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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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국 및 협력국의 계속된 지지와
우선순위 부여가 성공의 필요요건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규범 준수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동맹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극대화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a)
- 지난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동 전략은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안보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규칙에 근거한
질서와 국제행동규범의 유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및 전 지구적 영역에서 점차 증대되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능력과 이것이 수반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호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같은 기존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인도와 베트남
같은 미국의 정책에 우호적인 역내 국가들의 숫자를 늘려 역내 협력기반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역내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지역
에서의 세력균형을 모색하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국가들도 있어 미국
입장에서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 그런데 최근에는 미 정부의 무역정책이 동맹국 및 기타 협력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 전략 이행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b) c) d) e) f)
- 예를 들어,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기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양자 간 교섭을 통해 무역
조건을 균등화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으며, 올해 호주에게도 호주산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 또한, 미국은 올해 2018년에 對인도 무역에서 발생한 2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으로 인도산 오토바이와 위스키 등 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려 인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 마지막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베트남을
‘무역 남용자(Trade Abuser)’라고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베트남은 2018년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 적자액(395억 달러 상당)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산 항공기 및 원유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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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 및 기타 협력국 간의 무역 갈등이 수인한도를 넘고
정책집행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향후 동 전략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
한다.g)
-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미국과 동맹국 및 기타 협력국 간 무역 갈등이
상호 안보협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 다만 그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국 및 기타 협력국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효할 뿐이라고 본다. 즉 동맹국 및 기타 협력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 무역 갈등과 안보 협력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감내할 수 없고 미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대항마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면, 이 역시 역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 장관이 국방 전략에 대한 브리핑
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외한 것은 아쉬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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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40 |

a) https://thediplomat.com/2019/08/the-biggest-threat-to-the-us-indo-pacific-strategy
-washington-itself/(2019. 8. 16. 검색)
b) https://thediplomat.com/2019/08/the-biggest-threat-to-the-us-indo-pacific-strategy
-washington-itself/(2019. 8. 16. 검색)
c)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autos-usa/japan-auto-lobby-dismayed-tru
mp-declares-some-imports-security-threat-idUSKCN1SR0KV(2019. 8. 16. 검색)
d) https://www.nytimes.com/2019/06/02/business/trump-australia-tariffs.html(2019. 8.
16. 검색)
e) https://edition.cnn.com/2019/02/13/economy/wilbur-ross-india-us-trade/index.html
(2019. 8. 16. 검색)
f)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29/vietnam-buys-more-u-s-goo
ds-after-trump-calls-it-trade-abuser(2019. 8. 16. 검색)
g) https://thediplomat.com/2019/08/the-biggest-threat-to-the-us-indo-pacific-strategy
-washington-itself/(2019. 8. 16. 검색)

셰일혁명과 서방 제재로 쉬토크만 가스 개발 중단

■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쉬토크만 개발 회사(Shtokman
Development AG)가 완전 청산되었다.a) b)
- 러시아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에 따르면, 가스프롬(Gazprom)이 쉬토크만 개발 회사(SDAG)
운영을 중단했다. SDAG는 바렌츠해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된 가스프롬의 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6월 13일 드미트리 코작 러시아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Dmitry Kozak)의
승인에 따라 완전 폐지되었다.
- SDAG는 2008년 2월 15일 고(故)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Christophe de Margerie) 토탈
(Total) 전 회장, 알렉세이 밀러(Aleksey Miller) 가스프롬 회장 및 헬게 룬드(Helge Lund) 스타
토일(Statoil) 회장이 설립한 합작회사였다.
- 본사는 스위스 주크(Zug)에 있으며, 모스크바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이 회사는 쉬토크만 가스
콘덴세이트전 1단계 개발의 자금 조달,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연간 237억 입방미
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가스프롬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SDAG 이사회 회장인 파벨 오데로프(Pavel Oderov)가 회사를 이끌었다.
표 1. 쉬토크만 매장지 개관
특

징

1988년
위치
매장량
수심

내

용

가스전 발견
해안으로부터 550km
천연가스 약3.9조 입방미터, 가스콘덴세이트 약3천7백만 톤
340m

출처: http://www.shtokman.ru(2019. 8. 15. 검색) 내용을 참고로 KMI 정리

■ 쉬토크만 프로젝트는 유럽 가스 시장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수출국으로의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c) d) e)
- 1980년대 발견된 쉬토크만 가스전은 무르만스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러시아 바렌츠해
구역의 대륙붕 중앙에 위치해있다. 해당 지역 수심은 약 340m에 이른다. 이 매장지에는 세계 최대
수준인 약 4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와 약 3,700만 톤의 가스콘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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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생산된 가스는 노드스트림(Nord Stream)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및 세계 시장에 천연
가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러시아는 서유럽 및 북미 시장으로 LNG 수출을 하며,
해외 파트너에게 에너지 자원의 장기 공급을 보장하고, 유럽 대륙에서 에너지 안보를 장악할 방침
이었다.
- 또한, 이 지역 개발은 북극의 해양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면서 동시에
유럽 가스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분야 주요국으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다.
그림 1. 세계 최대 가스전 25위

출처: http://www.shtokman.ru/en/project/gasfield/(2019. 8. 15. 검색)

그림 2. 쉬토크만 가스전

출처: https://newsland.com/community/5206/content/sanktsii-i-slanets-pokhoronili-krupne
ishii-proekt-gazproma/6786668(2019. 8.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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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혁명과 서방의 제재가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였다.b) c) d) e) f)
- 러시아 무르만스크를 비롯해 인근 노르웨이 당국은 대형 오일머니의 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LNG 생산과 북미시장 공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셰일 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만들었고, 미국은 단순히 쉬토크만 가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 LNG 플랜트 건설 및 현장 개발 계획은 2008년 다시 발표되었다. 하지만 투자기업들은 거대 가스전
개발을 위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가스프롬은 2012
년에 “더 나은 시기까지”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덧붙여 2015년 대륙붕 개발을 위한 해외 생산 장비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가 부과된
후 해외 파트너인 토탈, 스타토일은 프로젝트를 포기하였다. 그 후 가스프롬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2019년 결국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였다.
- 셰일가스의 확장과 오일 가격의 변동은 국제에너지시장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또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쉬토크만 가스전은 개발되지 못했다. 가스프롬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여전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지만 경제 및 정치적인 변동 상황으로 인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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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양의 날, 해양체육월간에 다양한 행사 진행

■ 북한은 매년 7월 12일을 ‘해양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a)
- 북한은 1969년 7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국’을 창설했으며, 이날을 기념해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 관련 기사를 통해, 북한은 스스로를 “세면이 바다로 둘러 사인 해양국”이라고 칭하며 “21세기는 해양
의 세기로 맞이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해양의 날을 계기로 인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높여 주고 해양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전국 각지에서 “해양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를 비롯한 해양과학지식보급사업과 해양탐험
및 개발에 관한 영화감상회, 바다동식물채집과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 7~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아 북한 각지의 학교･기업소별로 다양한 해양체육활동이 벌어
지고 있다.b) c) d) e)
-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7~8월을 ‘헤엄보급월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해양체육활동을 권장해 왔으며,
그 이후 ‘해양체육월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매년, 각 학교 및 기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수영 강습, 수영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영장을 건설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인근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고 있다.
- ‘해양체육월간’에는 내각 및 중앙기관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영대회가 열리며, 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 수영 대회 등도 개최되고 있다.
- 수영뿐만 아니라 배타는 방법과 수기 신호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44 |

그림 1. 해양체육월간에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북한 학생들

출처: google 검색(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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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기업, 청천강 모래채취 수출 계약 체결

■ 북한의 한 회사가 중국 측과 모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a) b)
- 7월 중순 북한과 중국의 무역회사가 모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Daily NK(데일리엔
케이)보도에 따르면, 평양북도 소식통은 지난 7월 31일 “이달 중순께 조선의 한 무역회사와 중국
무역회사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모래는 평안북도 희천군에 위치한 청천강에서 채취할 예정이다. 청천강의 굵은 자갈과 모래 등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 예전부터 건설자재로 사용됐다.
- 북한과 중국 간에 계약한 모래의 가격은 1㎥당 3달러로 확인됐다. 중국은 3년 전에도 북한 모래를
수입하기 위해 북한에 관련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중국 측이 1㎥당 1.5달러
라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그림 1. 북한 청천강 하구

출처: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67(2019. 8. 14. 검색)

■ 북한은 남북 간 모래 반출입 사업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자 모래 수출처를 중국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c)
- 전국바다골재협의회에 따르면 동원과 삼한강, 한아해운 등 골재업체 14개사는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북한의 바다와 하천 등에서 5,611만 톤에 달하는 모래를 수입한 사례가 있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천안함 피격과 이에 따른 우리정부의 ‘5.24대북제재’로 모래 교역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모래 수출처를 중국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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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모래 수출은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에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a)
- 모래 수출은 손쉬운 외화획득 방법이지만, 물량에 한계가 있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확보하
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 고갈이나 환경 훼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모래 수출은 향후 생태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인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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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이 연안의 해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선크림 사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a) b) c) d) f)
- 해변에 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자외선 복사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성분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에는 아델라 징리 홍콩침례대 화학과 교수팀은 선크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중국 선전 지역의 해변 20곳에서 선크림에 함유된 화학물질
7종을 검출해 산호초와 어류 등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 검출된 성분 중에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성분을 다양
한 농도로 녹인 물에 갑각류와 어류를 한 달간 배양한 결과, 대부분의 성분이 치어의 기형을 유발
하거나 부화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옥시벤존은 커다란 수영장에 가득 채운 물에 단 0.1g만
용해되어도 산호초에 치명적이라고 하였다.
- 한편, 올해도 스페인 칸타브리아 대학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해수 오염의 원천이 되며,
잠재적으로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중 옥시벤
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다른 성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 이 연구에서는 해수에서 상업용 자외선 차단제에서 해수로 용해되는 미량금속(Al, Cd, Cu, Co,
Mn, Mo, Ni, Pb, Ti)과 무기화합물(SiO2, P-PO43–, N-NO3–)의 방출률과 이 성분들이 해수로
유입되고 UV 방사선에 노출되어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 납을 제외한 자외선 차단제의 모든 성분이 자외선 조건에서 높은 방출률을 보였다.a) b) c) d)
- 연구팀에서는 지중해 바닷물 샘플에 티타늄-다이옥사이드가 함유된 상업용 선크림을 첨가했고,
선크림의 성분들이 어떻게 미량금속과 영양분을 해수로 방출하는지 관찰했다. 일부 화합물은 자외선
처리 후 해수에 더 빨리 유입되었으며, 이를 태양광 노출에 시뮬레이션 하였다. 알루미늄, 실리카
및 인은 밝은 조건과 어두운 조건 모두에서 방출률이 가장 높았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자외선 차단제로부터 화합물이 방출되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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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 모델을 통해 여름철 해변에서 해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의해 알루미늄의 농도가 4%,
티타늄의 농도가 20%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해수에 매우 적은 양의
미량금속과 무기화합물이 어떻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UV 방사선 노출에 따른 미량금속 및 무기화합물의 방출 속도

출처: https://pubs.acs.org/doi/10.1021/acs.est.9b02739(2019. 8. 18. 검색)

■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 생산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d) e)
-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는 전 세계에 판매 중인 선크림 3,500종 이상에 함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만 4,000톤의 선크림이 산호초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하루 평균 186kg의 선크림이
암초에 쌓이는 하와이는 지난 5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유해 화학성분이 함유된 선크림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하와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해를 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규제하는 조처는 이미 세계각지에서 시행
되고 있다. 일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는 모든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
으로 2만 2,000여 종이 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에 해당
성분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환경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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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화장품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포함된 미량금속과 화합물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개개인은 가능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외선 차단
제를 사용하거나 모자, 셔츠, 자외선 차단하는 옷을 입는 등 더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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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 인도는 해양관광 전담 위원회 설립을 통하여 해양관광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a)
- 인도정부는 해양관광 발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홍보를 전담하는 위원회 설립의사를
밝혔다.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도 문화관광부와 해운국무부 장관은 인도의 해양관광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담부서 설립을 통하여 향후 인도의 해양관광, 크루즈 관광, 해양스포츠, 해양
축제, 낚시 등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인도가
해양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벤쿠버 아일랜드에서는 해양관광이 중심이 된 아일랜드 경제 정상 회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b)
- 캐나다 벤쿠버 아일랜드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해양관광은 벤쿠버 아일
랜드 경제의 원동력으로 다가오는 10월 아일랜드 경제 정상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은 해양관광
부문이 연안 지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 지역의 고래, 연어 등
해양동물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고래관광, 레크리에이션 낚시산업 등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이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코스타리카는 해양관광 자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c)
- 코스타리카의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1995년 이래 관광산업으로
인하여 창출된 직･간접적 일자리는 국가의 빈곤을 3% 이상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관광성장은 1987년에 시작되어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하며, 1999년에 100만 명에서, 2008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 2018년에는 280만 명에 도달하였다.
- 이러한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코스타리카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에는 총 59개의 해변을 대상으로 블루플래그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51

■ 동아프리카의 잔지바르(Zanzibar)는 새로운 해양관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d)
-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는 인도양의 해양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관광
전략을 만들고자 한다. 관광은 잔지바르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까지 평균 관광
체류 기간을 8일에서 10일로 늘리고, 1일 관광 지출을 307달러에서 570달러까지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잔지바르 정부는 민간 관광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잔지바르가 인도양의 새로운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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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안토지 매수를 통한 해양자산 관리정책 추진
■ 호주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연안관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a) b)
- 호주는 넓은 국토와 함께 긴 해안선과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가이다.
-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연안관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주정부가 연방헌법으로부터 토지
이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아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연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특히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퀸즐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빅토리아(Victoria) 주는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안관리 정책 또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호주 주정부의 연안관리 관련 법률 및 정책 계획

출처: https://www.australiancoastalsociety.org/media/1021/nick-c2c-policy-web.pdf(2019. 8. 1. 검색)

■ NSW주는 연안토지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c) d)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는 연안토지보호계획(Coastal Lands Protection
Scheme)을 수립하여 중요한 연안토지를 공적 소유화하여 장기간 관리･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연안토지보호계획이 1973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원시식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인
“곶(headlands), 사구(dunes), 배후지역(hinterland), 연안 석호 및 호수(coastal lagoons and
lake)”를 보호하고 매수할 토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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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1년에 이 계획을 수정하여 공중이 연안의 바닷가에 접근할 수 있는 곳(공중 접근), NSW
주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경관적 특성), 지역적으로 주 또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생태학적 장소로 보호할 수 있는 곳(생태적 가치)을 대상 토지 기준으로 삼았다.
- NSW 주정부는 전략적인 매수를 위하여 매년 약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73년부터 2010년
까지 원래 1973년 목록에서 규정된 연안토지의 약 90%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고, 이 토지를 선별
하여 공중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안에 국가공원(national parks)과 보호구역(reserves)으로
신규 지정해오고 있다.

■ 매수한 토지는 NSW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소중한 해양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e) f) g) h)
- NSW주는 연안토지계획을 통하여 매수･보호한 토지를 「해양자산관리법(Marine Estate Management
Act 2014)에 따른 해양자산*에 포함시키고, 해양자산관리전략(Marine Estate Management Strategy,
2018~2028)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해양자산’이란 연안 해수(coastal water), 하구(estuaries), 호수(lakes) 및 석호(lagoons), 연안습지
(coastal wetlands) 등을 말함.

- NSW주의 환경계획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는 해양자산관리 행정
기관으로서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관리 이니셔티브(management initiatives)에 따라
연안과 바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최대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여기서 제시된 관리 이니셔티브 내용에는 ① 수질 개선 및 쓰레기 감소, ②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통한 건강한
연안서식 형성, ③ 기후변화 계획 수립, ④ 해양자산에 내재된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 보호, ⑤ 위협･보호종의 보호,
⑥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⑦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행, ⑧ 사회적･문화적･혜택 향상, ⑨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
이 있음.

그림 2. 호주 NSW 주의 해양자산관리 홈페이지

출처: https://www.marine.nsw.gov.au(2019.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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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연안토지매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 매수 기준과
함께 매수 이후 관리수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i) j)
- 「연안관리법」은 제34조의 5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침식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 법은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의 매수를 관리구역 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상 한계와
함께 매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연안
토지매수를 위한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연안토지매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호주의 NSW주와
같이 공중접근, 경관적 특성, 생태적 가치 등 대상 토지 매수 기준을 고려하여 모든 연안에서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수된 토지를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안토지매수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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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하루 25리터의 바닷물 정수

■ 홍합은 해양 환경의 슈퍼 필터로 하루에 최대 25L의 오염된 물을 여과한다.a)
- 해양 생물학자 Leïla Meistertzheim은 홍합이 하루에 최대 25L의 물을 여과하는 해양 수질 환경의
슈퍼 필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 홍합은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함과 동시에 살충제, 박테리아, 의약품의 잔유물 등도 물을
펌핑하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이러한 과정에서 홍합은 수질 정화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생체 축적 모델로서
바다, 호수, 및 강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 지표로 이용되기도 했다.
- 따라서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홍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생 조치가 필요하다.

■ 홍합의 수질 정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a)
- 미국 해양대기청(NOAA) 연구원에 따르면 홍합은 더욱 살찌우고 성장하기 위해 부영양화에 따라
확산된 조류를 섭취함으로써 부영영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스웨덴, 덴마크 및 발트 해 국가 등에서 홍합의 파일럿 재배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도 했다.
-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를 위해 홍합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다른 오염물질의 경우 정화 능력을 인정받아 일부 지역에서는 홍합과 굴이 해양환경의
청정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스탠포드대학의 Richard Luthy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오염된 물에서 채취된 홍합은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 홍합의 수질 정화능력에 따른 토종홍합의 멸종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b)
- 미국 국립환경과학원 멸종위기자원국의 보존생물학자에 따르면, 홍합이 지난 100년 동안 중공업에서
배출된 중금속을 흡수함에 따라 홍합뿐만 아니라 조개도 번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문제는 홍합의 수질 정화능력에 따라 많은 양의 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스콘신(Wisconsin)에서는 50종의 토종 홍합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 24종의 홍합은 멸종
위기, 또는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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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 수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수질 정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 화학 물질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또 다른 해양 수질 오염 문제를 야기하거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수질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 홍합과 같은 친환경적인 수질 정화 능력을 활용하되 수질개선을 위한 홍합의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수산분야에서의 홍합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홍합의 정화능력을 국내 해양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도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창우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kangchang@kmi.re.kr/051-797-4740)

참고자료

a) https://thecostaricanews.com/mussels-water-pollution-vacuum-cleaners/?fbclid=IwAR1
DZhdefpqVKw5O_j3Q0I-_f48705YUF_dc5ZQn7g7uPmv1ccKTpf5R0FQ(2019. 8. 19. 검색)
b) https://www.wpr.org/first-statewide-native-mussel-survey-40-years-shows-mixed
-results(2019. 8.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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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측정 시급

■ 미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 보호를 위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a) b)
- 최근 지속가능 연구소(Institute for Governance & Sustainable Development, IGS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연안 인근 도시들은 향후 20년 동안 4,000억 달러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는 약 2배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을 겪었다. 이러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미국의 14개 이상의 주가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도시 보호를 위한 제방 건설
비용이 매년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사회적 비용
순위

주

달러($)

1

플로리다

$75,898,048,000

2

루이지애나

$38,431,868,000

3

캐롤라이나 북부

$34,838,128,000

4

버지니아

$31,207,175,000

5

메릴랜드

$27,414,762,000

6

뉴저지

$24,985,408,000

7

워싱턴

$23,892,865,000

8

캘리포니아

$21,999,799,000

9

캐롤라이나 남부

$20,061,030,000

10

텍사스

$19,279,011,000

출처: https://www.climatecosts2040.org/rankings(2019. 8. 7. 검색)

■ 이 같은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해수면 상승 문제를 겪고 있다.c)
- 국내 조위관측소 21개점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측정을 처음 시작한 1989년부터 해수면 높이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9년 0.0mm 기준으로 해수면은 점차 상승하였으며, 2016년은 1989년 대비
95.1mm로 가장 높았고, 가장 최근 기록인 2017년 또한, 51.5mm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해수면 상승에 대한 문제가 꾸준한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대비책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 자료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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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평균 해수면 높이

출처: 기상청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2019. 8. 19. 검색)

표 2. 전국 조위관측소 21개점에서의 해수면 연평균 상승률 변화
순위

조위관측소 위치

해수면 연평균 상승률
(㎠/yr)

1

제주

0.58

2

울릉도

0.57

3

거문도

0.46

4

포항

0.45

5

가덕도

0.43

6

인천

0.32

7

보령

0.31

8

속초

0.3

9

서귀포

0.3

10

목포

0.3

11

울산

0.29

12

부산

0.27

13

추자도

0.26

14

묵호

0.26

15

위도

0.24

16

군산

0.22

17

통영

0.21

18

완도

0.18

19

안흥

0.12

20

여수

0.1

21

흑산도

-0.06

출처: 기상청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2019. 8.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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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한국 연안 지역 보호 정책을 위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이 시급하다.d)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수 십 년간 해수면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 예상도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렇듯, 해수면 높이의 변화에 대한 측정 및 취약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지엽적인 연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 사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옥소연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syock1101@kmi.re.kr/051-797-4729)

참고자료

a) The Center for Climate Integrity Resilient Analytics(2019), HIGH TIDE TAX: The Price
to Protect Coastal Communities from Rising Seas
b) https://www.climatecosts2020.org/rankings(2019. 8. 7. 검색)
c) http://www.climate.go.kr(2019. 8. 19. 검색)
d) https://www.yna.co.kr/view/AKR20120418101700003 (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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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적응 잠재력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 생태계 보전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a) b)
- 현재 세계적으로 생태적 기능과 대표성, 학술적 연구 등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생태계 보전
전략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환경 스트레스의 증가는 생물종 이동과 생태계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기
후변화 대응과 종 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생태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열피난처(refugia)
보존 및 관리 방안이 제안되었다.
- 내열피난처는 환경변화에 따라 생물종이 이동하여 서식하는 소규모의 제한된 공간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 전략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 한편, Timothy 교수 등은 최근 생물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진화를 고려한 새로운 생태계 보존 및 공간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생물종의 진화를 촉진하는 생태계 관리방식은 능동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다.a)
- Timothy 교수 등은 기온상승에 대한 적응 능력과 성장속도가 다른 산호초 군락을 선정하고, 온도,
분포면적. 생태계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모의 연구를 통해 산출된 보호 군락의 면적을
비교하였다.
- 연구 결과, 넓은 면적을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산호초 군락을 보전하는 전략이 생물종
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촉진하는 가장 효
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
- 또한, Timothy 교수 등은 환경 스트레스 요인 감소 및 완화 등 체계적인 공간관리를 통해 환경변
화에 따른 생물종의 자연적인 적응과 진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c)
-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생물종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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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자연적인 적응 능력과 생태계 회복력은 해양생태계 보전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적응 잠재력이 해양생태계 보전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요인
임을 인식하고, 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여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지역별 생태계 유형별 체계적･전략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혜진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dori426@kmi.re.kr/051-797-4747)

참고자료

a) Timothy et al., Management for network diversity speeds evolutionary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ature Climate Change vol.9: 632-636 (2019)
b) Malin L. Pinsky et al. Greater vulnerability to warming of marine versus terrestrial
ectotherms, Nature 569: 108-111 (2019)
c) 해양수산부>바다생태정보나라>해양보호구역, http://www.ecosea.go.kr/mpa_intro/mpa/m
pa01.do(2019.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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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양식어업 기사 가장 많아

■ 7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관련 기사 중 양식어업 관련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7월 노동신문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사는 23건 보도되어 6월 28건, 5월 38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9건이 보도되었던 관광 관련 기사가 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관련 보도(6월, 7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어로어업 분야 기사의 비중이 낮은 것은[5월(1건)→6월(3건)→7월(3건)] 계절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 양식어업에 대한 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자원관리에 대한
기사도 꾸준하게 보도되고 있다.
표 1. 2019년 7월 노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 관련 보도 분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
3

7

1

간척
4

해운항만 해양관광
1

2

해양환경.
자원관리

기타

합계

5

-

23

출처: 노동신문 기사를 토대로 분류

■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양어장 건설과 치어 방류에 대한 기사를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일본의 상업포경을 비난하는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a) b) c) d) e) f)
- 7월 14일 ‘함흥메기공장’ 준공식이 진행되었으며, 함경북도 팔향저수지에 2,200여㎡,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에 1,000여㎡의 ‘그물우리양어장’(가두리 양식장)이 새로 들어섰다.
- 올해 상반기 동안 북한 전역의 ‘종어사업소’에서 총 1억 6,500여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으며,
최근 원산시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새끼 해삼을 방류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은 일본이 지난 6월 30일, 국제포경위원회(IWC)를 공식 탈퇴하고 상업포경을 재개한 데 대해
“일본이 고래잡이에 광분”하고 있으며, “고래자원이 고갈되든 말든, 지구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제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일본의 그릇된 처사는 국제사회의 분노와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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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 분야는 대계도 간석지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았으며, 가공유통은 ‘원산조개밥’,
해운항만은 남포시 도시정비에 대한 기사가 각각 보도되었다.g) h) i)
-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평안북도 대계도 간석지를 ‘현지지도’ 한 이후, 10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
하여 그와 관련된 일화와 대계도 간석지에 대한 기사가 여러 건 게재되었다.
- 최근 원산에서는 동해의 대합조개로 만든 조개밥이 인기를 끌어 ‘원산조개밥’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갈마각’이 유명하다고 한다.
- 남포시를 ‘항구문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있었으며,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항구를 비롯해 도시 개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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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2361053-660769804/그물우리양어장이-새로-꾸려졌다
/(2019. 8. 12.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3138645-917902910/함흥메기공장-준공식-진행/
(2019. 8. 12. 검색)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3225030-55125651/１억-６-５００여만마리의-새끼
물고기-방류/(2019. 8. 12. 검색)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3486068-296983091/수십만마리의-새끼해삼을놓아주었다/(2019. 8. 12. 검색)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3138690-990535188/본색을-드러낸-파렴치한-고래
사냥군/(2019. 8. 12. 검색)
f)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2103104-150612770/일본-고래잡이에-광분/(2019.
7. 9. 검색)
g)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2274657-893552059/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
-대계도간석지건설/(2019. 8. 12. 검색)
h)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2796183-654343086/《정말-별맛입니다》/(2019. 8.
12. 검색)
i)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2448677-121893413/유훈관철을-생명선으로-틀어쥐고
/(2019. 8. 12. 검색)

EU의 참치 통조림 산업의 구조 변화

■ EU의 참치 통조림 생산은 스페인에 집중되며, 최근 이탈리아가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a) c)
- EU의 참치 통조림 생산은 2017년 기준 연간 37만 톤 이상으로 스페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포르
투갈, 프랑스가 주요 생산국이다.
- 2012~2017년 동안 EU 참치 통조림 생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스페인의 생산은 보합세를 보
이는 반면, 참치 통조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EU의 참치 통조림
산업의 생산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표 1. EU의 참치 통조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스페인

239

235

237

238

239

241

이탈리아

66

64

64

74

82

84

포르투갈

18

21

21

20

24

23

프랑스

18

18

20

20

20

21

기타

4

4

4

4

4

5

합계

345

342

346

356

369

374

출처: EUMOFA(http://www.eumofa.eu/documents/20178/151768/MH+6+2019+EN+final.pdf)(2019. 8. 1. 검색)

■ EU 참치 통조림 수입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a) b)
- EU의 통조림 원료용 참치 수입은 냉동 통 참치(Frozen whole tunas)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냉동 참치 로인(Frozen tuna loins) 형태로 수입한 후 다시 가공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 참치 통조림 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에콰도르, 스페인, 필리핀이다. 3개 국가 중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스페인만이 2018년 참치 통조림 수출 성장을 기록하며, EU 지역의 참치
통조림 수요가 프리미엄 제품, 고차가공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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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의 통조림 원료용 참치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2015

구 분

2016

2017

PW

LWE

PW

LWE

PW

LWE

신선 통 참치(Fresh whole tunas)

4,372

4,372

5,095

5,095

6,673

6,673

냉동 통 참치(Frozen whole tunas)

112,124

112,124

108,696

108,696 125,872

125,872

냉동 참치 로인(Frozen tuna loins)

118,861

297,153

117,712

294,280 133,785

334,463

합계

235,357

413,649

231,503

408,071 266,330

467,008

주: PW(Product Weight/생산 중량), LWE(Live Weight Equivalent/활 환산 중량)
출처: EUMOFA(http://www.eumofa.eu/documents/20178/151768/MH+6+2019+EN+final.pdf)(2019. 8. 1. 검색)

■ 장점은 유지하는 한편 변화를 수용하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a) c) d)
- 통조림 참치는 유통 기한이 길고 보관이 용이하며, 계절성이 약한 제품이다. 따라서 보다 편리한
제품을 선호하는 바쁜 현대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꾸준히 소비되는 수산물 가공
품이 바로 참치 통조림이다.
- 최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참치･연어와 같은
주요 어종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볼튼(Bolton)과 트라이던트씨푸드(Trident
Seafoods)를 비롯한 글로벌 통조림 참치 생산 기업은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MSC 인증 통조림
참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 한편, 유럽 지역의 참치 통조림 수요가 프리미엄 제품, 고차가공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고급
품종만을 사용한 제품, 새로운 맛을 추가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의 수요가
해당 제품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업계도 보다 편리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통조림 제품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유럽 소비
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참고자료

a) http://www.eumofa.eu/documents/20178/151768/MH+6+2019+EN+final.pdf(2019. 8. 1. 검색)
b) http://www.fao.org/3/ca5307en/ca5307en.pdf(2019. 8. 1. 검색)
c) https://news.italianfood.net/2019/07/02/canned-tuna-a-food-supply-problem-solver/
(2019. 8. 1. 검색)
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6/19/tuna-giants-bolton-thai-union-try-tooutdo-each-other-in-sustainability-race/(2019.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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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최고치를 기록

■ 미국 해양대기청은 최근 2018년 미국 어족자원 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a)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리하는 479개 어족자원 현황을 과잉어획
(Overfishing), 남획(Overfished), 자원회복(Rebuilt)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 여기서, 과잉어획은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을 초과하는 어획
을 의미하고, 남획은 자원의 개체 수가 낮아 MSY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원 고갈 위기에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자원회복은 과거 남획된 자원이 MSY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여 자원이 풍부
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 미국 어족자원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a)
- 지난 몇 년의 추세에 근거할 때 미국 어족자원의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과잉
어획되지 않은 어족자원의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NOAA는 이를 기존 미국 어족자원
관리의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족자원의 어획량이 MSY 수준보다 매우 높으면 과잉어획 목록에 포함되는데, MSY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321개의 어족자원 중 28개(9%) 어족자원 만이 과잉어획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1. 미국의 과잉어획 및 남획 어족자원 수

출처: https://www.fisheries.noaa.gov/media-release/number-us-fish-stocks-sustainable-levels-remainsnear-record-high(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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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업이나 환경 변화, 기타 요인으로 인해 해당 어족자원의 개체 수가 낮을 경우에는 남획
목록에 포함되는데 자원의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244개의 어족자원 중 43개(18%) 어족자원
만이 남획으로 분류되었다.
- 또한, 2018년에는 9년 동안 자원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메인만의 홍어과(smooth skates)가
남획 상태에서 자원이 회복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자원이 회복된 어족자원
수는 45개로 증가하였다.

■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의 영향 외 기타 요인이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b)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개 어족자원은 과잉어획 목록에서 제거되었으나 5개 어족자원이
추가되었고, 8개 어족자원이 남획 목록에 추가되었다.
- 새롭게 과잉어획과 남획 목록에 추가된 어족자원은 서식지 및 수온 변화, 타국에 의한 어업 등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여 기존 자원관리 체계 하에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자원이 일부 포함되었다.
- 이에 미국은 기존 자원관리 체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던 부분의 어족자원 관리 중요성을 깨닫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 미국은 어업 외 기타 요인을 고려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어족자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 중이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국제 협상 등 공동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의 영향만을 고려하는 자원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다른 요인이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하는 유연한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성현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shaef@kmi.re.kr/051-797-4558)

참고자료

a) https://www.fisheries.noaa.gov/media-release/number-us-fish-stocks-sustainablelevels-remains-near-record-high(2019. 8. 13. 검색)
b) https://www.fisheries.noaa.gov/national/2018-report-congress-status-us-fisheries
(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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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져가고 있는 포장재의 역할과 중요성

■ 수산물 소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a)
- 1인 가구 확대,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수산 가공식품 트렌드
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수산물 소비는 원물 내지는 피레트 중심의 저차 가공품을 중심으로 이루
었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의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과거 통마리로 주로 소비되던 수산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손질･포장된 소포장 형태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 포장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b) c) d)
- 전 세계적으로도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 포장에 대한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으며, 점차 포장재 역할이 단순 포장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홍콩에서는 국민 건강･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식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식품 포장지 겉면에 저염, 저당, 무염, 무당 등 로고 표기를
권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18년 12월 7일 식약청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 포장재에 2차원 바코드를 의무 부착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차원 바코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제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불법 제품 유통 통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디지털 경제 구축과 관련해 제품의 등록 절차
및 규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친환경 포장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e)
-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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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식품업계에서도 친환경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 소재의 포장재를 도입, 포장 부피 절감 등 소비 시장의 친환경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친환경 식품포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식품 포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해야할 점은 친환경 식품 포장의 사용 여부가 제품 자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분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키워드에는 ‘안심’, ‘인증마크’, ‘신뢰’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검증 결과(인증)
를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어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와 건강한 이미지까지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친환경 식품 포장 연관어

주: 친환경 식품 포장 블로그 기준, 2018.4~2019.4 조사 기간, n=843, (단위: 건)
출처: 인사이트 코리아(Deep MininG), 식품음료신문(2019. 8. 1. 검색)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포장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원물 중심의 구조를 보였으나, 점차 가공품 수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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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포장재 또한, 친환경, 지속가능함에
염두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재 기본의 기능 외에도 제품의 품질･포장 상태를 감지해
서 센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인텔리전트 패키징(Intelligent Package)’을 비롯해 제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품질을 보존하는 ‘액티브 패키징
(Active Package)’ 등 포장재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 포장재의 의미는 포장 그 자체를 넘어 제품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주체의 이미지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국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장재 개발･연구를 위한
정부, 업계,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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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편리한 ‘부어’ 소비 제품 개발 활발

■ 유럽,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편리한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a)
- 유럽은 최근 시간 제약적인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로 가공식품 또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 소비자의 42% 가량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수산물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에서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부어(Pelagic fish)’는 연어, 대구류에 비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b)
- 유럽의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선호하며 특히 연어, 대구 등을 선호한다.
- 이에 반해 지난 수년간 유럽연합 및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꾸준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고등어,
가다랑어, 청어 등의 ‘부어’ 소비는 저조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어’의 건강상 이점을 밝혀내고 편리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
- ‘부어’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부어’의 건강상의 이점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Prohealth project)는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가공 식품 형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부어’ 소비 저조, 가공식품의 ‘다양성 부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b)
- 연구팀은 ‘부어’ 소비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를 가공식품의 ‘다양성 부족’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어묵에 ‘부어’를 활용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 또한, HMR 제품 형태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낮은 조리 온도와 진공 포장을 통해 제품의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 고등어와 청어의 경우 건강한 지방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을 첨가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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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a) b)
- 최근 유럽연합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연어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사 품목인 송어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을 찾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산자원 수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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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다양한 오징어산업 정비 정책
■ 중국 정부, 오징어 TAC 제도 도입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a) b)
- 중국은 연간 오징어를 85만 톤가량 생산하는 최대 오징어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중국의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8.8%가 감소한 29만 톤을 기록해, 몇 년간 오징어
생산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2017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휴어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중국 정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 등을
위해 오징어 TAC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징어 TAC 제도는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하며, 현재 연근해 오징어 자원 조사 및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징어를 포함한 원양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a) b)
- 2018년 기준 중국의 원양산 오징어는 생산량(57만 톤)이 전체 원양산 수산물 생산량의 25.5%를
차지할 만큼 중국 원양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연근해 오징어 생산 감소와 반대로,
중국 수산업 13.5계획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원양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생산량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중국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 등은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원양산업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원양어업 관리규정(远洋渔业管理规定)」 개정안을 발표해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다.
- 발표한 개정안에는 원양산 오징어를 포함, 중국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중국 기업의 원양산업 진입 장벽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페루산 오징어 시장 진입 허가를 통해 중국의 오징어 수입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b)
- 중국은 연근해와 원양산업 정비뿐만 아니라 오징어 수입시장에 대해서도 수입국 다변화와 수입
오징어 품질 관리 등의 제도･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국 내 수요 증가, 자원 감소와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 등으로 현재 중국 내수시장 내 오징어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자 중국 정부는 시장 진입 허가 등을 통해 오징어 수입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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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국은 활, 신선･냉장 및 냉동 수산물에 대한 사전 진입 허가제와 관련해 최근 페루산 오징어
의 對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이다. 페루산 오징어는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페루산 오징어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페루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시장 진입 허가를 획득하여, 향후 오징어의 對중국 수출이 약 1,200만 달러, 3만 톤을 기록해
페루의 제1위 오징어 수출대상국에 중국이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입산 오징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합법적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a) b)
- 한편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수입･통관 시 합법적 어획증명서 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가 수입산 오징어에 대한 동 증명서의 요구로
오징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 또한,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하는 오징어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현재화된 식품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국의 오징어 산업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a) b)
-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보호 정책, 소비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수산업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번 오징어 산업에서 추진 계획 중인 TAC 제도,
원양산업 관리 강화와 페루산 오징어 시장 진입 허가는 결국 중국 수입산 오징어의 수입국 다변화
및 공급 증가 등의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오징어 수출대상국으로 한국은 연간 1,900만 달러(최근 3년 기준)를 중국
으로 수출했다. 중국 오징어 수입시장에서의 수입국 다변화 및 공급 증가에 따라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오징어 산업에서 일어나는 최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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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태즈매니아 검은입전복 가격 고공행진

■ 호주 태즈매니아(Tasmania)의 검은입전복(Blacklip) 공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a)
- FAO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전복 채취량은 2016년 기준 약 3,000톤이었고, 이 중 태즈매니아
(Tasmania)주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절반을 약간 넘는 1,600톤이었다. 호주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복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해역별･품목별로 세분화된다.
- 2019년 태즈매니아주에서 설정된 전복 총 TAC는 1,267톤이었다. 이 중 검은입전복(Blacklip)은
1,159톤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초록입전복(Greenlip)이다.
- 올해 설정된 전복 TAC는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이처럼 최근 TAC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즈매니아 지역의 전복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채취 가능한 전복 서식지도 감소했기 때문
이다.1)

그림 1. 호주 태즈매니아(Tasmania)의 연도별 전복 TAC 추이

주: 초록색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검은입전복의 TAC에 해당함
출처: 태즈매니아 주정부, Tasmanian Abalone Fishery, 2018(2019. 8. 7. 검색)

1) 태즈매니아 주정부 홈페이지(https://dpipwe.tas.gov.au)(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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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 내 검은입전복(Blacklip)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a)
- 태즈매니아주의 전복 TAC 감소로 인해 시장에 공급 가능한 전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하는 중국 내 호주산 검은입전복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전복은 중국인
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수요가 많고, 특히 큰 크기 전복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호주의
자연산 전복의 선호는 매우 높은 편이다.
- 호주에서 채취된 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활’ 형태의 검은입전복은 태즈매니아 산지에서 마리 당
최대 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TAC가 두 배이던 시기보다 50%정도 높은 수준이다.
검은입전복을 재료로 중국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전복 요리는 앙트레2)의 경우 100달러, 메인
요리일 경우 200달러까지 가격이 형성된다.

그림 2. 호주 태즈매니아(Tasmania)의 검은입전복(Blacklip)

출처: www.abc.net.au, Photographed by Sally Dakis(2019. 8. 7. 검색)

■ 어장환경의 장기악화로 호주 전복업계는 새로운 양식방법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a) b)
- 2016년 하반기, 태즈매니아주의 어장환경 평가가 끝난 후 호주 전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어장환경이 좋지 못해 TAC를 더 감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어장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해역의 어장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9년 마침내 전복 TAC 물량은 최저치(1,267톤)를 기록했다.
- 이에 최근 호주 전복 업계는 지속적인 자원 감소를 대비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방법은 잠수부들에 의해 자연산으로 채취되는 검은입전복의 치패를 일정 기간 동안 양성하여
중간 크기의 전복을 만든 다음, 이를 다시 자연에서 기르는 것이다.
2) 서양 요리에서 생선 요리와 로스트 사이에 나오는 요리(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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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과 자연 육성 방식을 결합하는 시도에는 아직까지 많은 위험 요인이 따르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1~2년 이내에 이러한 방식을 통한 전복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내 큰 크기 전복 시장은 우리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곳이다.
- 이렇듯 오늘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는 국가에서도 큰 크기
전복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양식 환경의 특성상
자국민이 선호하는 큰 크기의 전복을 생산해내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수요의 공급화를 호주,
미국 등의 자연산 전복 수입을 통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20년에 가까운 전복 양식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양성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점점 작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작은 크기 전복은 중국의 자국산 전복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매년 불안정한 수출 추이를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중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수요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큰 크기 전복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폐사율 절감, 우량종자 확보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큰 바다 양식장 이외에 관리가 용이한 육상 양식
방법을 개발하는 등, 한층 더 획기적인 시도와 도전에 나서야 한다.
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atom@kmi.re.kr/051-797-4509)

참고자료

a) https://www.abc.net.au/news/rural/2019-08-02/good-fortune-a-cost-for-chinesediners-as-abalone-price-soars/11370500(2019. 8. 6. 검색)
b) https://www.abc.net.au/news/rural/2016-11-30/more-cuts-to-abalone-catches-intasmanian-waters/8080144(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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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NET, 스마트 어촌 조성을 위한 국가 간 세미나 개최
■ FARNET은 스마트 연안지역을 주제로 한 국가 간 세미나를 개최했다.a)
- FARNET(European Fisheries Areas Network)은 지역단위 사업 집행 조직인 FLAG(Fisheries Local
Action Groups)를 중심으로 유럽의 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수산업 쇠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운영하고 있다.
- 특히, 지난 4월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제8회 ‘FLAG를 위한 FARNET 국가 간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연안 어촌: FLAG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과 혁신”을 주제로 FLAG 중심의 스마트 어촌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그림 1. FATNET 세미나 개최 개요(2019.4)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resourcefulness-and-inno
vation-flag-communities_en(2019. 8. 8. 검색)

■ 스마트 어촌의 구성요소로 ‘스마트’ 서비스, 자원 활용, 파이낸싱, 파트너십 등이 제안됐다.a)
- FARNET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어촌의 구성요소로서 스마트한 지역 서비스 제공, 자원의 혁신적
활용, 다양한 자금원 확보,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등의 4개 요소를 제안했다.
표 1. FARNET 세미나에서 세분화한 스마트 어촌의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스마트
서비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연안지역 내 수산업 시설의 재활성화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어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 탐구

스마트
자원 활용

폐기물을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저평가된 생물 종 활용, 미개발 해양자원 등을 통한 편익과 새
로운 가치사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논의

스마트
파이낸싱

EMFF 자금의 대안으로서 지역 은행이 발행하는 특별 신용라인, 마이크로 크레딧 또는 크라
우드 펀딩 이니셔티브와 같은 스마트 금융 옵션에 대한 인식 제고

스마트
파트너십

윈윈(Win-Win)전략을 위해 소규모 어업과 양식업, 관광사업자 및 기타 산업 간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독려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resourcefulnessand-innovation-flag-communities_en(2019. 8. 8.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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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한 지역 서비스 제공의 성공 요인은 지역사회 거점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고, 인근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거점을 효과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경제 서비스의 식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협의 및 마을재생 위원회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계획은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스마트 자원 활용: FLAG는 수산업 인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블루이코노미 요소를 적극
적으로 발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루이코노미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자원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례로 아이슬란드는 대구 클러스터(COD Land)를 통해
기존 20%에 그치던 대구의 활용도를 80%까지 증가시켰으며, 비늘, 뼈, 내장 부분을 수익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했다.
- 스마트 파이낸싱: 기존의 EMFF 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파이낸싱 행위자와 제도를 결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신용조합은 자금조달의
금융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FLAG 사업의 파이낸싱 기관
으로 적합하다.
- 스마트 파트너십: 호혜적 파트너십에 대한 “스마트 접근법(SMART approach)”은 이해관계자 매핑
(Stakeholders Mapping)의 ‘SM’, 행동(Action)의 ‘A’, 호혜성(Reciprocity)의 ‘R’, 신뢰(Trust)의
‘T’를 종합한 ‘SMART’로 구성된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운영 목적은 일자리 창출, 해양 재생에너지
개발, 관광업 활성화 등에 있으며, 청년, NGOs, 과학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우수사례 검토, 설문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세미나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 인구 감소의 악순환, 자금 부족, 정보 격차 분야 등에
대한 스마트 어촌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a)
- 세미나 참가자들은 상술한 스마트 어촌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유럽의 어촌이 직면한 주요한 과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과제별 해결방안은 팀 토론과 전문가 강의를 통해 도출됐다.
-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마트’가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사례들을 보다 효과적･
협력적으로 종합하고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스마트 어촌’이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어촌주민들이 매일 직면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구체화된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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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미나 참가자들이 제안한 스마트 어촌 구현 방향
주요 과제
기후 변화

인구 감소와
서비스 유출

내 용
- 지역 교육기관과 스마트 파트너십을 맺어 주민 교육을 진행한다.
-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 에너지 공급･수요과정에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신기술을 도입한다.
-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 청년층과 가족 단위의 인구를 유입한다.
- 관광시즌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유지한다.
- 어업 및 양식업에 필요한 기업가적 성격과 기술을 강조하여 젊은 층을 유입시킨다.

자금 부족

- 지역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금 조달은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 지식과 서비스로도 대체 가능하다.
-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정보 격차

- 젊은 층이 IT 기술을 알려주고 어민들은 어업지식을 공유하여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한다.
-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한다.
- 해양기상예보 앱처럼 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육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넓혀간다.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resourcefulness
-and-innovation-flag-communities_en(2019. 8. 8.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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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news-events/events/smart-coastal-areas
-resourcefulness-and-innovation-flag-communities_en(2019.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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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EU 차원의 대응 촉구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획으로 인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a)
-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획의 증가에 따라 지역 수산 관리
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RFMO)의 협약 지역 내 남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IUU 어업은 최근의 과다한 어획 추세에 더해 수산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며, 자원 관리의 안정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등의 분석에 따르면, 어획물 5마리 중 1마리는 연간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불법
비즈니스의 산물로 전 세계 어획량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IUU 어업은
세계 수산물 시장을 변질시키고, 합법적인 어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며, 인권 남용, 마약 및 무기
밀매, 세금 사기, 부패와 같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 WWF 등은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해 EU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a)
- 지난 6월 ‘국제 反 IUU 어업 기념일’을 맞아 IUU 어업 대책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
는 어획 시점부터 운송･유통, 거래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IUU 어업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
하고 있다. 보고서는 WWF, 환경정의재단(Th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오세
아나(OCEANA), 자연보호원(The Nature Conservancy),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까지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 이러한 IUU 대책 보고서에서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EU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RFMO
회원으로서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와 더불어, 세계 4위의 어업규모를
지닌 EU에서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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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FMO 해역범위 및 EU 선단의 어업활동 분포

분석대상 4개 RFMOs 협약지역

EU 선단의 EU 해역 외 어업활동 분포

출처: http://wwf.panda.org/knowledge_hub/all_publications/?348034/EU-called-on-to-drive-minimum-measures-to-fight-illegalfishing(2019. 8. 8. 검색)

- EU에 요구되는 역할은 ① 글로벌 수준에서 투명한 어업 거버넌스 추진을 계속 주도하는 것, ② IUU
어업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RFMO의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계약 협력단체(Cooperating
Non-Contracting Parties: CPCs)와도 협력하는 것, ③ CPCs가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RFMO 대응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참고자료

a) http://wwf.panda.org/knowledge_hub/all_publications/?348034/EU-called-on-to-drive
-minimum-measures-to-fight-illegal-fishing(2019.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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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산자원보호위해 어업법 개정

■ 캐나다는 50년 만에 어업법을 개정했다.a)
- 지난 6월 21일 토착민의 권리와 어업에 대한 역사적인 권리 인정, 어족자원의 회복과 어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법을 개정하였다.
- 개정된 법은 예방적 접근법과 생태 접근법을 담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현대적인 방식으로 어업을
관리하고 자원고갈 수준이 높은 자원에 대해서 자원회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림 1. 캐나다 어업법 개정 전 후 비교

출처: https://www.dfo-mpo.gc.ca(2019. 8. 2. 검색)

■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a)
- 캐나다는 현재 일부 어족자원의 고갈 위험이 매우 큰데, 약 28년 전에 북해 대구자원은 붕괴 수준을
넘어섰고, 지금까지도 동 자원에 대한 자원회복계획이 전무하다. 개정된 법은 자원 고갈 위험이
있는 어족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 및 멸종위기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어지느러미의 수입 및 수출도 금지하였다.
지난 10년간 캐나다는 1인당 기준 상어지느러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하는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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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일부 주, 바하마, 마샬제도, 이집트, 프랑스 폴리네시아 등이 상아지느러미로 만든 제품
판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상처를 입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해양포유를 포획도 금지하고 있다.
- 개정된 법은 원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어업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책에 원주민
의 지식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15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한
것으로 개정된 어업법이 UN 원주민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부합하고자 했다.

■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캐나다는 어족자원 및 해양환경 생태보호를 위해 어업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미래세대를 위해
해양환경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어족별 회복계획, 서식지 보호, 해양
동물 보호, 상어 지느러미 수출입 전면 금지를 발표하였다. 동 법은 202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캐나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참고자료

a) https://www.dfo-mpo.gc.ca(2019.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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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 IUU 어업, 어업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다.a)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의 손실비용은 연간
100억불에서 235억불에 달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불법어업등 어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그림 1. AIS 선박 추적시스템

출처: www.theplanetarypress.com/2019/07/artificial-intelligence-makes-fishing-more-sustainable-by-trac
king-illegal-activity/(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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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어업 문제의 열쇠가 되다.b)
-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으로 옵서버를 고용하여 조업활동을 감시하였다. 하지만 북극해와 같은 지역의
경우는 옵서버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
- AI 기술이 적용된 조업감시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니터링과 조업 비용을 낮춰 어업관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은 자동 비디오 영상 리뷰, IUU어업 및 불법 해상 환적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항해 모니터링, 어획량 제한, 선상 폐기 준수 여부 확인, 그리고 수산자원평가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 글로벌 피싱 워치 플랫폼(Global Fishing Watch platform)은 AI 기술과 위성데이터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플랫폼은 선박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이는 단순히 선박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서, 선박의 크기, 조업형태, 사용 어구 등의 식별, 노동 착취 및 인권유린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하지만 AI 기술로 수집한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AI 기술이 어업에 상용
화되면, 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 AI 기술 이용해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하려면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 AI 기술 발전으로 어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AI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과학계, 규제당국, 어업계는 AI 기술 적용 및 활용에 대해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AI 기술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서연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참고자료

a)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04570(2019. 8. 13. 검색)
b) https://www.theplanetarypress.com/2019/07/artificial-intelligence-makes-fishingmore-sustainable-by-tracking-illegal-activity/(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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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불법 어업 퇴출을 위한 각 국의 노력 이어져

■ 캐나다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항만국 조치협정을 비준했다.a)
- 캐나다는 2019년 6월 20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제･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을 통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항만 서비스 이용 및 입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박 등록부터 어획물 거래까지 캐나다
항구와 어업 생산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 캐나다 해양수산부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 장관은 캐나다의 IUU 어업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국 내 그리고
국외 어업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혁신 기술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해양수
산부는 최근 캐나다 우주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IUU 어업 의심 선박의 감시를 위한 인공위성
3기를 발사했다. 또한, 어선 추적 및 감시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어업 감시(Global
Fishing Watch)에 907,202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기부했다.

■ 베트남은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자국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b)
- 2017년 베트남은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베트남은 EU 예비 불법어업국 해
제를 위해 자국 내 연안 어선에게 자국과 국제 어업 규범을 면밀히 따를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수산국은 선박 소유주와 어업인에게 유효한 어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출항 시 베트남 국기를 계양
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해역 밖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은 IMO 등록번호와 베트남 수산국의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 전장 12m 이상의 선박은 매일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일지는 당국에 제출한다. 전장 15m
이상의 선박은 운항 감독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8개 연안 지역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해당 모니터링 자료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및 해상 분쟁 처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 카리브 해 연안국은 불법어업 감시･감독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c)
- 카리브 해 지역수산기구(States of the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CRFM)는
바베이도스 정부, 영국 왕립 수산업보호 해군 대대와의 협력 사업으로 회원국 국경관리담당관
교육을 실시했다.

90 |

- 교육은 수산업법과 어업규제 시행, 행정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담당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약 4주간 진행된다. 국경 경비와 어업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경관리담당관들은 수산업법
에 따라 관리･감독･제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또한, 수산업법을 위반하고 IUU
어업이 자행되는 경우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도 배운다.
- 카리브 해 연안국에게 있어 수산업은 식량 안보와 생계, 외화 수입의 중요한 수단이다. IUU 어업 예방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물론 지역 경제 보호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회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IUU 어업을 퇴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d)
- EU 에너지 환경 분과위원회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불법 어획물 유기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의 양륙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조업 지역
에서의 불법적인 어획물 해상폐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영국의 이러한 행동이
유럽 연안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 IUU 어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연안 지역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산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 어업인의 삶과 자연 자원을 착취하는 어업을 퇴출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막론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의 IUU 선박으로부터 자국의 바다 국경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자국 어선의 조업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합쳐진다면, IUU 어업이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 우리나라 역시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경험을 바탕으로 타 연안국과의 교류를 통해 IUU
어업 근절에 앞장서 국제 논의 방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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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s-agreement-in-fight-against-iuu-fishing(2019. 8. 8. 검색)
b)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3799&ndb=1(2019. 8.
8. 검색)
c) https://www.caribbeannewsnow.com/2019/07/22/caribbean-states-prepare-to-battle
-illegal-fishing/(2019. 8. 8. 검색)
d)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19/905/oj(2019. 8.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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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미래 단백질원인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을 위한 음식인가

■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체육(인공고기) 시장, 한국에서도 관심 고조되다.a) b) c)
- 영국의 바클레이스(Barclays)는 10년 후 세계 대체육 시장은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성장 속도로 대체육은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육류 산업에서 약 10%
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40년에는 섭취되는 육류의 60%가 대체육으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체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식물육과 실제 동물의
세포를 활용하여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체육은 식물육이며,
배양육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식물육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비욘드 미트(Beyond Meat사)와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비욘드 미트(Beyond Meat)사의 식물성 패티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Burger King)은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사의 식물성 패티를 사용하여, 신 메뉴 임파서벌 와퍼(Impossible Whopper)를 출시하기도
했다.

그림 1. 대체육을 활용한 식품

출처: https://www.theverge.com/2019/8/1/20750704/burger-king-nationwide-rollout-impossible-whop
per-august-(2019.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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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에서 배양된 수산물의 발전도 예상하다.d) e) f)
- 최근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해 주변 환경은 파괴되고 있으며, 재해, 질병,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배양육처럼 ‘배양 어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양 어육’은 어류의 근육과 지방 세포로 생산된다. 근육 세포는 단백질을 제공해 주면서
필렛의 형태를 잡아주며, 지방세포는 오메가-3와 수산물 특유의 기름진 맛을 제공한다.
- ‘배양 어육’을 연구･생산하는 미국의 핀리스 푸드스(Finless Foods)사는 세포로 키운 참다랑어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루 나루(Blue Nalu)사 또한, 부시리와 만새기의 세포를 이용하여
필렛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림 2. 핀리스 푸드스(Finless Foods)사의 세포로 키운 참다랑어

출처: (좌)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18/06/25/Cultured-fish-co-Finless-Foods-raises-3.5m-p
redicts-rapid-commercialization-within-years-not-decades (우) https://finlessfoods.com/(2019. 8. 16. 검색)

■ ‘배양 어육’, 한국 소비자들이 일반 식품으로 받아드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g) h)
- 배양육의 경우 생산비는 일반적인 동물 사육보다 높지만 물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량
등은 현저히 낮다. ‘배양 어육’ 역시 상용화가 되면, 물 없이 키울 수 있는 깨끗한 수산물로 지속가
능한 수산업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세계의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동물 윤리(복지) 등의 문제들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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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양육 생산비용 및 자원 활용량

출처: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future-of-meat-industrial-farming/#startups(2019. 8. 16. 검색)

- 아직 ‘배양 어육’이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세포에서 어육을 배양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혐오감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식습관은 오랜 식경험에 의해 형성되므로 쉽게
바뀌지 않는데, ‘배양 어육’이 상용화되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초기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또한, 상용화를 막는 큰 장애물이다.
- 그러나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배양 어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림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donglimlee@kmi.re.kr/051-79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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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cnbc.com/2019/05/23/alternative-meat-to-become-140-billion-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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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atkearney.com/retail/article/?/a/how-will-cultured-meat-and-meat-alt
ernatives-disrupt-the-agricultural-and-food-industry(2019.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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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94700.html(2019. 8. 16. 검색)

94 |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물 수출 인프라 개선 기대

■ 식품 소매업과 유통 서비스의 발달로 콜드체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a)
- 최근 베트남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현대 소매 유통채널의 발달로 냉동식품,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해상과 육로를 통해 냉장･냉동 운송 서비스가
동반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대형 유통그룹인 핀그룹(Finngroup)에 따르면, 콜드체인 시장은
2019년 약 1억 69만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은 육류 및 수산물 수출입, 식품 가공 등을 책임지는 44개의 냉장･냉동창고
전문 공급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식품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특징이다.

■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은 식품 분야에서의 상승세가 돋보인다.b)
-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은 육류 및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식품 가공업이 발달하면서 식품 분야의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콜드체인 시장의 약 80%가 수산물 및 육류
등 식품의 보관과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 베트남에서 슈퍼마켓, 편의점 등 현대 소매유통 채널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18년 기준 현대 소매
유통 채널은 약 4,200개(약 40%이상) 이상 늘었다. 대부분의 현대 소매유통 채널은 경영을 확장할
때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부 콜드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콜드체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핀그룹(Finngroup)이 조사한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 보고서(2019)’에 따르면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은 보관과 운송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관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업체들의 적극
적인 투자로 큰 폭으로 성장을 달성했다. 총 보관시설이 2018년에 약 60만 개 파레트(pallet)에
도달했다.
- 호앙라이(Hoang Lai), 판유이(Phan Duy) 등의 지역업체는 설계 용량 분야에서, 이멀전트콜드
(Emergent Cold), 피에프에스(PFS), 롯데물류(Lotte Logistics)와 같은 해외업체는 콜드체인
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형 유통･공급업체들은 냉장･냉동 온도,
바코드 및 창고 재고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격대 별로 분류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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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 콜드체인 설계 용량
(단위: 천 파레트(pallet))

자료: 핀그룹(Finngroup)(2019. 8. 1. 검색)

- 운송부분은 크게 항만 컨테이너를 통하는 것과 냉동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식품이 운반되는 냉동 컨테이너는 총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11%(’18년
기준 200만 TEU)를 차지한다.
- 콜드체인 운송 부분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콜드체인 운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주요 운송업체는 에이비에이 쿨트란(ABA Cooltrans), 빈민타이(Binh Minh
Tai) 등이며, 특히 냉동트럭, 영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수산물 수출 인프라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현대 유통소매 채널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냉동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콜드체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유통･공급업체에 이어 신규 중소 유통업체들도 콜드체인 시장에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어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냉동식품 및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의 수출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 성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참고자료

a) https://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fiingroup-cold-chain-logistics-on-the-rise
(2019. 8. 1. 검색)
b) http://fiingroup.vn/News/Detail/2791237?lang=en-US(2019.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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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미국 소비자의 식료품 쇼핑 트렌드

■ 미국 내 식료품 소비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a)
- 전 세계적으로 주요 소비층 변화, 기술 발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식료품 업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개인화 경향이 증가하고 다양한 쇼핑 채널과 방법을 이용하는 등 식품
트렌드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소비자 문화･트렌드 조사기업인 더하트먼그룹(The Hartman Group)은 시애틀 거주 18세
이상의 1,786명 쇼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19년 미국 식료품 쇼핑객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 최근 주목할 만한 10가지 식품 쇼핑 트렌드를 제시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가정의 일주일간 식사 중 아침식사는 2번, 점심식사는 1.5번, 저녁식사는
3.6번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를 각각 따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혼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식 등의 개인적인 선호, 식이요법, 윤리적･종교적･문화적 이슈 등으로 인해 개인화된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온라인 쇼핑, 외식 경향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식료품의 쇼핑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4.4개의 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주요 식료품 쇼핑객인 반면 남성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는데 53%의 남성이 가정의 주요 식품 쇼핑을 정기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여러 사람이 식료품 쇼핑을 분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밀키트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미국 소비자들의 밀키트 구독 경험 추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밀키트 구독 경험이
있고 여성(8%)에 비해 남성(12%)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내 식료품 소비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a)
- 그리고 베이비부머와 그 이전 세대들은 저설탕, 저염분, 저지방, 고섬유, 저탄수화물 등 건강관련
정보를 중시하지만,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1)는 그 외에도 방목 생산, 인증, 글루텐프리 등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 식품 채널 이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와 장년층의 주요 이용 상점은 슈퍼마켓이
58%로 절반 이상인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슈퍼마켓 43%, 쇼핑 어플이 25%를 차지하며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비해 온라인 상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밀레니얼 세대는 1982~2000년 출생(대략 18~36세), Z세대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대략 13~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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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셀프 계산대, 재활용, 환경 보전, 윤리성, 스마트폰 결제 옵션, 온라인 주문, 배달 등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종 다양성의 증가는 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
- 현재 미국 내 아프리칸, 아시안, 히스패닉이 총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44년에는 이들 3대 그룹이 미국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케팅
조사 기관인 아코스타스(Acosta's)의 2019년 4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2014년 대비 2060년
약 9천 8백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아프리칸, 아시안, 히스패닉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백인계 미국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 이에 따라 미국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인종으로 소비자들의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이후 식품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권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을 회원으로 하는 ASG(Associated
Supermarket Group)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 쇼핑객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실감하고 있으며 전국의
소매상들도 이러한 지역적 다문화 커뮤니티의 증가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문화 소비자들은 가족 중심의 쇼핑 경향이 높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b)
- 아코스타스(Acosta's)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계 소비자의 3/4와 히스패닉 및 흑인 소비자의
2/3은 식료품 쇼핑 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중심의 쇼핑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아프리칸, 아시안, 히스패닉 소비자의 절반은 그들 문화의 전통적인 식료품을 선택하는 가운데,
아프리칸과 히스패닉에게서 특히 이런 경향이 높고 그들이 선호하는 식료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높아 대부분의 수입품에서 전통적인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더 많은 다문화 소비자들이 최근의 일반적인 소비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간편식,
즉석식 선호를 예로 들면 한 달 동안 가정에 간편 조리식을 구입한 히스패닉 소비자는 76%로
전체 미국인 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재료 구입을
선호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각각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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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소비자일수록 디지털에 익숙하다.b)
- 또한, 최근에는 식품 구매에 있어 스마트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업체 닐슨
(Nielson)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평균에 비해 아프리칸, 아시안, 히스패닉 성인들이 스마트폰의
쇼핑 어플과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하루 1.5시간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몇몇 소매업체들은 E-커머스를 원하는 다문화 소비자들을 위해 독자적인 온라인 쇼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소비자들에게 광고, 주간 잡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광고는 2중 언어로 이루어져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미국
문화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식품 소비자에 대한 세대별, 인종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이 실시되어야 한다.
- 미국 내 식료품 쇼핑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자의 니즈와 선호도에 맞춰 소비하는 개인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
연령층에서 슈퍼마켓 등의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쇼핑 어플, 인터넷 등의 온라인 채널 이용 또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국에서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품 소비에 대한 영향력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모국에서 즐겨온 전통적인 식품과 문화를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에스닉 간편식 개발, 다문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계층과 인종을 타겟팅한 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주로 선호하는 제품, 쇼핑 패턴, 구매 방법
등에 따른 효과적인 분석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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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19/07/08/The-evolution-of-US-grocery
-shopping-10-trends-to-watch(2019. 7.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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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판매 전략 변경
■ 기술 발전이 유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b)
-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각 유통 채널의 가시적인 형태 변화를 통한 다양한 판매 전략의 변화가
소비자의 실제 생활에 다가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IoT기술을 접
목한 실질적인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 유통 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통 채널 구성원
역시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전략을 도입하여 옴니(Omni) 채널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매 기업이 인터넷 판매를 전제로 매장을 새롭게 만들기를 시작했다.
기본적인 상품 주문은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점포는 매장을 「쇼룸」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매 업계에서는 매장을 수익 창출 원천으로 중요시되어 왔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지원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점포의 정의가 바뀌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점포가 차세대 소비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1. 전 세계 전자상거래 유통 시장 규모(2014~2021년)

출처: https://www.smartinsights.com/ecommerce/social-commerce-trends-2019/(2019. 7.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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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소매기업들이 오프라인 점포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a)
- 일본의 오사카에 빅카메라 쇼핑몰과 같은 유형의 매장인 '빅 닷컴'이 오픈했다. 넓이는 약 3천 평방
미터로 주력 점포의 1/5 정도로 크기가 작다. 그리고 천장, 안내판과 바닥, 제품 옆 등 매장 곳곳에
크고 작은 QR 코드가 박혀있다. 매장을 찾은 방문 고객은 직접 상품을 경험하고 확인한 후 이러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 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판매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다. 연결된 앱을 통해
상품평과 가격비교를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 가구 최대 쇼핑몰 이케아(IKEA)는 창고를 겸한 교외의 대형점이 주요 특징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이러한 이케아 역시 2021년까지 런던과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 기존 점포 전략과는 다른 30개
점포를 새롭게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런던 중심부에 개업한 점포는 약
400평방미터로 기존 창고형 판매 전략에서 탈피하여 쇼룸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가능하다.
-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도 오프라인 점포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7년
홀 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 인수한 아마존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된
신선한 음식을 인근 상점에서 배송한다. 2018년 미국에서 ‘아마존 고’를 개업하여 2021년까지
3,000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이프 코퍼레이션과 협업을 통해, 주문 후
최소 2시간 내 택배 서비스에 나선다.

■ 베트남, 가상 매장에서 장보기 시작하다.c)
- 이에 반해 베트남 최대기업 중 하나인 빈 그룹(Vin Group)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을
시장 문화에 도입, 가상 매장(Vinmart 4.0)을 오픈했다. 빈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빈마트
(Vinmart) 4.0’은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박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눈으로 보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며 실제 대형마트에서와 같이 배열된 800여개의 상품을 이미지
화해 상품에 대한 신뢰와 구매의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 Ao(아오)라고 불리는 가상매장 QR코드 광고판을 2019년 3월부터 빈마트(Vinmart) 유통 애플리
케이션을 스캔앤고(Scan&Go)와 연계해 시범 운용해 왔고 현재까지 13개 지역, 73개 유통마트와
연계해 운용중이다.
- 가상 매장은 현재 약 800여개의 다양한 제품군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소비
상품, 편리상품, 건강 상품으로 세분화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빈 그룹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주요 거점
20곳에 가상매장을 설치했으며 베트남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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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결합해 진행되는 새로운 유통･판매 트렌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 수산부문의 스마트화, 무인화 역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형마트 수산물
매대에서는 비대면 판매가 위주가 되어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선한 선어를 골라
가공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일도 더 이상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택적 소비의 폭 조차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우리 수산업계와 가공업계도 소매업계(Enduser)의 스마트 점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점포전략에
맞추어 수출 전략과 점포 입점전략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더불어 고차가공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매업계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해외시장 분석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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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885290X20C19A7EA5000/(2019. 7.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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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수산물에 10% 관세 부과 계획

■ 트럼프는 그동안 무관세로 중국에서 수입한 3천 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a)
- 지난 7월 말 상하이에서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8월 1일 트위터를 통해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 이 목록에는 연어, 대구, 알래스카 명태, 해덕 등 이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치, 틸라피아, 붉은 게 등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2,500억 달러의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미국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억 9,300만 달러의 연어, 3억 3,140만
달러의 대구 8,180만 달러의 해덕 6,500만 달러의 알래스카 명태를 수입했다.
그림 1.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

출처: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5697944687796
2243(2019. 8. 12. 검색)

■ 미국 수산물가공협회는 중국 명태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환영했다.b)
- 미국 알래스카 명태는 러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 명태는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명태 생산자들은 미국 생산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 중국에서 수입되는 명태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어획된 명태이므로, 미국 수산물가공협회(APA:
At-Sea Processors Association)는 만약 이번 조치로 관세가 부과되면 러시아 명태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명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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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양국 모두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c) d)
-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산물 무역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중국의 미국산 수산물 수입금액이 13억 달러에서
9억 6,900만 달러로 36%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신선 로브스터로, 수입금액은
관세 부과 이전 1억 7,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86% 감소했다.
- 미국에서는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려운
수산물에 대한 수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중국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대미 수출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틸라피아 가격이 kg당 8위안으로 10% 정도 하락하여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어가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2. 중국의 미국산 신선 로브스터 수입량 추이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3/01/high-costs-temper-briskest-trade-ever-forcanadian-live-lobster-exporters/(2019. 8. 12. 검색)

그림 3. 중국 도매시장 틸라피아 가격 추이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04/tilapia-prices-fall-in-hainan-as-us-tariffs-bite/
(2019.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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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산업계는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e)
-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수요가 감소하자 미국의 수출 시장인 유럽으로 수산물을 수출
하면서 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출업체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 미국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에서 미국 수산물을 대신하여
노르웨이, 에콰도르와 같은 기타 국가의 수산물이 공급될 것이며, 이것이 계속되면 미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더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 미국 연방정부는 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6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수산
업계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에서 어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허수진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연구원
(tnlv626@kmi.re.kr/051-797-452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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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30/one-year-after-tariffs-chinas-imp
orts-of-us-seafood-down-36/(2019. 8. 12. 검색)
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04/tilapia-prices-fall-in-hainan-as-us
-tariffs-bite/(2019.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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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산 연어 대응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다양한 노력

■ 일본의 연어･송어 수입금액, 10년 전 대비 68.6% 급증했다.a)
- 일본의 연어･송어 수입량은 연평균 24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어･송어 수입량은 평균보다 적은 22만 톤 내외를 차지했다.
- 이에 반해 수입금액은 2,257억 엔으로 10년 대비 약 68.6% 급증했으며, 수입단가 역시 2009년
에는 kg당 560엔에서 2018년에는 kg당 960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결국 과거보다 일본으로 고급
연어･송어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1. 일본의 연도별 연어･송어 수입량 추이

출처: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각 년(2019. 8. 7. 검색)

■ 일본 미야기현 독자적인 유통망 확보로 은연어 품질 향상에 노력했다.b)
- 미야기현에서는 노르웨이 대서양 연어와 칠레산 연어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은연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해 품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 왔다.
- 한편 획기적인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슈퍼마켓에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생산자는
파격적인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은연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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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양식장 근처 가공공장에서 직접 은연어를 처리하여 유통시간을 단축시켰다. 한편 독자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냄으로써 대부분 구이용 일본산 은연어를 횟감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미야기현 은연어 장점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결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은 물론, 가공업체, 양식업체의
계획경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의 자국산 은연어 소비 확대는 물론, 수입산
연어를 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효고현에서 처음으로 육상 순환여과식에서 연어 양식을 시작했다.c) d) e)
- 일본 내에서 최근 연어의 소비 급증과 인기로 노르웨이와 칠레 등에서 연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연어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 육상에서 양식된 연어 출하 사진

출처: https://www.kobe-np.co.jp/news/keizai/201812/p2_0011893966.sht
ml(2019. 8. 9. 검색)

- 효고현에서는 연어 양식을 위해 새로운 양식방법인 육상 순환여과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어류를 양성한 수조에서 배출수를 여과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양성 중인 어류와 실험용 어류를
구분하여 실험 중에 있다. 순환여과식 양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해수를 사용한 기존 설비와는 달리
담수를 이용함으로써 염분과 산소농도 조절, 수온 수질관리가 용이해 친환경적이다.e)
- 현재 동 지역에서는 자체 2개의 연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어 입식은 현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어를 포함해 순수 지역브랜드화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 생산과
증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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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 역시 수입산 연어로 인해 자국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국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자구책으로 일본에서는 자국산 은연어의 소비 확대를 위해 품질 향상은 물론 기존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 그 결과 일본산 은연어의 경우 대부분 구이용으로 소비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횟감용으로
까지 저변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상당수 기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에서 순환여과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직접 연어 양식까지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본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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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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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먹이 사슬을 통해 다시 인간의 식탁으로

■ 18세 아일랜드 소년, 해양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개발하다.a)
- 피온 페레이라(Fionn Ferreira)라는 아일랜드 소년이 해양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1)을 제거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했다.2) 페레이라는 석유유출 정화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용 샘플의 미세플라
스틱을 85%~92%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이 연구결과를 인정받아 구글 과학박람회(Google
Science Fair)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으며, 향후 산업화 수준으로 연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언론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폐수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 해양에서 플라스틱, 특히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산업 표준과 소비자 습관의 변경 및 해안 청소와 같은 예방책에 의존
해왔다. 페레이라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물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미세플라
스틱 입자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북극과 알프스의 눈 속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다.b) c)
- 최근 연구에 따르면,3) 미세플라스틱이 북극의 얼음과 알프스 고산 지역의 눈을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4) 이 발견이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아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았던 환경에서도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 이 연구를 근거로 연구원들은 대기가 미세플라스틱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작은
입자들이 지구 대기를 통해 전 세계로 이동될 수 있으며, 이 경로를 통해 토양과 수생환경을 거쳐
먹이사슬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

1)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의 작은 입자와 섬유질로서 최대 입자 크기에 대해 표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직경이 5mm
미만인 입자를 의미한다.(출처: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9)
2) ABC NEWS 2019년 8월 12일자 보도
3) Science Advances, White and wonderful? Microplastics prevail in snow from the Alps to the Arctic, Vol.
5, no. 8, 2019년 8월 14일.
4) CNN 2019년 8월 15일자 보도 및 The Green News 2019년 8월 15일자 보도
5) 북극 지역의 빙원에서 나온 몇 가지 샘플과 유럽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얻은 눈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유럽의 모든 샘플
에서, 북극지역은 샘플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샘플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CNN 8/15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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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해양 생태학자인 멜라니 버그만(Melanie Bergm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공기로 운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6)

■ 유생(larvae)의 미세플라스틱 섭취 확인, 그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d)
- NOAA에서 최근 3년간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랑크톤 및 유기입자 등 먹이가 풍부해서
많은 해양생물 유생들이 성장하는 해수표면층(surface slick)7)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만일
유생들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폐사한다면, 유생을 먹이로 하는 어류의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고, 결국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까지 위태로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 NOAA 연구원인 휘트니(Whitney)는 "부화 후 첫 먹이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 플라스틱 조각이
생애 첫 먹이가 될 수 있다. 유생의 뱃속에 들어간 작은 실 조각은 유생의 생명에 치명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림 1. 해수표면층(surface slick) 샘플 사진

주: (좌) 유생 (우) 플라스틱 쓰레기
출처: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9/05/microplastics-impact-on-fish-shown-in-pic
tures/(2019. 8. 16. 검색)

6) 이 실험을 진행한 독일과 스위스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사이의 대양에 있는 얼음판의 샘플에서 리터당
평균 1,76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함유하고 있었다.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리터당 평균 24,600개의 플라스틱 오염
입자가 발견되었다. 독일 바이에른의 시골 도로 근처에서는 리터당 154,000개의 입자가 감지되어 실험 사례중 농도가 가장
높았다.(The Green News 8/20일자 보도)
7) 해수표면층(surface slick)은 심해어류, 중층어류, 산호어류 등 다양한 종류의 유생들이 부화 후 생애 첫 몇 주간동안
성장하는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유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 양육 장소이다. 당초 NOAA 연구원들의 목표는 유생에 대한
기초 연구였으나, 해수표면층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발견되면서 플라스틱이 유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출처: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9/05/microplastics-impact-on-fish-shown-in-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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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섭취가 어류의 식욕과 성장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번식력과 개체군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8) 과학자들은 비록 유생 생존력에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먹이사슬 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개체 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2.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생물의 상호작용 및 영양단계를 통한 인간으로 이동경로

주: 파란 점-미세플라스틱 입자/검은 점선-유기체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직접 섭취, 흡수)/검은 실선
-미세플라스틱 간접 섭취/노란 실선-해산물 섭취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이르는 경로/
화살표 두께-먹이사슬을 통한 입자의 생체 축적 수준
출처: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9

■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9)

8) 연구원들이 해수표면층에서 수집된 650마리 이상의 유생(0.8~1.3cm 길이)을 해부한 결과, 8.6%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
었다. 또한, 해수표면층에서 발견된 유생과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동일 부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유생
보다 7배 이상 많았고, 해수표면층 부분이 해수표면층 이외 부분보다 플라스틱 입자들이 130배 많았다.
9) 플라스틱은 1950년대 들어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2015년 3억 2천만 톤이 생산되었고,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050년에는 생산량이 10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
CULTU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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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빗물에 씻겨 배수구로 흐르거나 바람에 날려 강으로 흘러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향한다.10) 특히 수산업 분야에서 어구, 가두리, 부이, 선박, 수산물 포장 및 운반상자 등
제작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며 이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이 된다.11) 효용성 있는 플라
스틱 대체품 사용, 해양 쓰레기 주요 원인인 어구의 폐기, 분실, 해상투기 최소화 등으로 미세플라
스틱 공급원과 유입량을 줄여야 한다.
- 또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및 정량화 기술 개발과 분석기법의 표준화 등도 필요하다. 해역별로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정량화하면 더 적절한 관리와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플라스틱 쓰레기의 광범위한 오염 실태를 고려할 때, 대응 방안 역시 전 해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연구･조사되어야 하는 글로벌 이슈이다. 이들이 햇빛, 바람, 파도의
영향을 받아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대기와 해양에 떠돈다고 생각하면, 이는 지구적인
재앙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안재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전문연구원
(jhahn@kmi.re.kr/051-79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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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선사에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연안운송 개방 검토

■ 최근 중국이 외국선사에 대해 자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연안운송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a)
- 특히 이러한 정책의 적용 범위는 상하이 양산(Shanghai’s Yangshan) 심수항과 연계된 항로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된다면, 상하이항의 주변 경쟁항만인 부산항과 홍콩항의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 같은 계획은 8월 둘째 주 중국 중앙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역(Shanghai Free
Trade Zone)의 확장과 관련해 발표한 정책기획 문서에서 나왔다.a)
- 상하이항에서 카보타지 법(cabotage laws)의 개방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현재 연안항 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외국선사에게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고 로이즈 리스트(lloydslist)가 전했다.
-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자국 연안운송을 외국선사에 개방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경제 재량권(economic discretion)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외국선사,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선사에 대한 연안운송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에 혜택이 예상된다.a)
- 외국선사 소유의 선박은 그 동안 중국 연안항 운송 참여가 금지되었으나 중국은 2014년 중국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s)에 위치한 많은 항만들 간의 수출입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중국인
소유의 외국적 선박에 한해 카보타지를 일부 개방한 바 있다.
- 상하이항은 이 같은 규제 철폐를 향유하게 된 첫 번째 항만이 되었으며, 중국의 특별행정구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홍콩에 등록된 중국선사 Cosco 컨테이너선 3척이 이러한 운송에
참여했다.
- 그러나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중국 선사들로부터 관심이 적었는데, 이미 중국의 국내 운송
선사들은 자국 내 연안 운송을 위해 중국 국적의 선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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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과 홍콩항은 중국의 카보타지 규정으로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
다.b)
- 중국이 자국선사에 이어 외국선사에까지 카보타지를 개방할 경우 홍콩항이 그 동안 향유했던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연구결과는 과거 홍콩 항셍 경영대학(Hang Seng Management
College)에서 나온 것으로 홍콩항의 컨테이너화물이 약 12%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편 세계 각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내용이 상이한데, 각국의 카보타지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안, 경제 및 노동시장 보호, 공공안전, 연안물동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b)
- 강력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몇몇 서구 국가들은 자국 건조 및 등록 선박이 연안운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보다 더욱 강력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상기 요건 외에
자국인 소유, 자국민 선원을 강제하기도 한다.
- 이 같이 비교적 강력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미국,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며, 미국의 상선법(US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일명
Jones Act)을 참조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 이와 달리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국가에서는
외국적선(foreign-flagged ships)의 연안운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들에 기항하는 외국 선사들은 해당 국가의 항만을 환적허브(transshipment hub)로 선택하기도
한다.
- 한편 호주, 필리핀 및 인도 등은 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외국적 선박들이 이들 국가의
항만에서 연안운송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일본,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은 매우 강력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선박의 연안운송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해사법(Maritime Law) No. 17을
제정하여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은 선박법(Ships Act) 제3조(Article 3)에 따라 일본 연안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해
외국선사의 진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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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주요국 카보타지 정책 비교

출처: Hang Seng Management College, Impact of Cabotage Relaxation and PRD Competition To Hong
Kong Maritime Logistics Industry, November 201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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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8696/China-mulls-opening-of-coastal
-trade-toforeign-carriers(2019. 8. 7. 검색)
b) https://sdsc.hsu.edu.hk/wp-content/uploads/2017/09/Impact-of-Cabotage-Relaxation-and
-PRD-Competition-To-Hong-Kong-Maritime-Logistics-Industry-2.pdf(2019.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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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 장착 증가로 대체선박 용선료 상승

■ 저유황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스크러버 장착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a) b)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스크러버 장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7월에만 30척 이상의
선박이 장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6월까지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39척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빠르게 증가해 550척의
선박에 추가로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스크러버 장착 컨테이너선박 척수 추이

출처: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31호

- 스크러버 평균 장착비용은 500만 달러로 총 27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상위 12개
선사는 약 12억 2,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 증가의 원인은 저유황유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품질에 대한 불안정성등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저유황유 가격이 고유황유(HFO)보다 톤당 150~200달러 높을 경우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에 장착된 스크러버 비용을 산술적으로 2년 안에 회수 가능하다.
- 컨테이너선사별로는 MSC가 가장 많아 약 180대의 스크러버를 주문했으며 이중 86척에 대한
비용(약 4억 3,900만 달러)도 확보했다. 머스크는 기존에 저유황유를 고집했으나 최근 스크러버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으로 2억 6,300만 달러를 투입해 50척의 선박에 장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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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CGM은 4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20척의 LNG 추진선박도 확보할 예정이다.
에버그린은 약 9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이며 오는 5~6월에 동 설비가 장착된 2만
TEU급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 이 외 현대상선은 총 41척(기존선박 21척･신조선박 20척), 하팍로이드는 10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등 IMO 2020에 대비하고 있다. ONE은 저유황유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0대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이다.

■ 스크러버 장착에 따른 대체선박 수요 증가는 용선료 상승으로 이어졌다.a)
- 스크러버 평균 장착기간은 약 52일로 조사됐다. 따라서 스크러버 장착 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선박이 투입돼야 하며 이는 대체 선박의 용선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 현재 스크러버는 8천TEU급 이상 선박에 집중되고 있어 동급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MSC는 8,600TEU급 선박 1년 용선에 3만 달러/일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과거
용선료에 비해 20% 이상 높은 가격이다.
- 대체선박에 대한 용선료 상승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나막스급 선박에 대한
수요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k8102@kmi.re.kr/051-797-4638)

참고자료

a)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31호
b)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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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생존 위해 탄소중립1) 대책 긴요

■ 최근 UN 보고에 따르면, 매년 해상을 통한 화물운송은 107억 톤이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이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해운산업의 탈 탄소화가 필요하다.a)
- 선박 탄소 배출량은 세계 5대 탄소배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이다.
-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하에 해운업계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분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더 요구된다.
- 영국의 해운시황분석 컨설팅기업인 MSI(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해운기업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MSI는 석유 및 석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건화물 및 액체화물 운송 수요가 줄어들면서
2025년부터 전 세계 모든 탱커선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석유, 가스 및 석탄에 대한 의존이 높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과 단체가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항만도시, 민간, 규제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a)
- 배출가스 과세 시스템 마련 등 오염에 대한 세금 책정은 에너지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석유, 가스 및 석탄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공공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IMF는
화석연료에 대한 연간 보조금을 약 4조 7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 해운업계는 탄소배출 제로 선박 전환에 투자하고 탄소배출 제로 연료의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력해
미래 연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세계 해운산업의 탈 탄소화는 전 세계 국가기후행동계획과 상당한 시너지를 이룰 것이다. 환경보
호단체인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계 에너지 전환은 2050
년까지 최대 6조 달러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1)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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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를 세웠다.b)
- 머스크는 이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0% 감축을 중간 목표로 두고 10억 달러 비용을 들여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였다.
- 현재 바이오 연료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개발해 운항할 계획이다.

전서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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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ONE, 2019년 1분기 최초 흑자 달성

■ 일본 3개 컨테이너선사(NYK, MOL, K-Line) 컨테이너 운송사업 통합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ONE)의 2019년 1분기(4~6월) 실적
(추정치)이 당사 최초 흑자를 달성했다.a)
- 1분기(4~6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 28억 7,500만 달러(약 3조 4,123억 원),
분기 순이익은 500만 달러(약 59억 3,400만 원)를 기록했다.
- 분기 손익은 전년 동기 적자 1억 2,000만 달러(약 1,424억 원)에서 크게 개선돼 2018년 4월
영업개시 이후 분기 실적 기준 첫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 일부 해운 관계자는 통합효과가 1년만에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 서비스 안정화에 수반해 화물취급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비용 관리도 엄격해 수지가
호전됐다.a)
- ONE이 공개한 유가증권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2018년 4~6월) 대비 이익 개선 요인은 운임 개선
2,000만 달러, 변동비용 절감 8,000만 달러, 화물취급량 증가 효과 2억 2,000만 달러 등이다.
- 이러한 요인들이 운항비용 증가 1억 3,500만 달러와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 3,500만 달러
등 이익 감소 요인을 상쇄했다.

■ 2019년 1분기 화물취급량 증가로 소석률이 큰 폭 개선되었다.a)
- 주요 항로별 소석률은 북미항로가 전년 동기(2018년 4~6월) 대비 13% 증가한 86%, 이 중 북미발
아시아착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7%를 기록했다.
- 유럽항로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7%, 이 중 EU발 아시아착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64%로 북미･EU항로 모두 소석률 개선이 두드러졌다.

■ 2019년 1분기 운임 개선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a)
- 2018년도 4~6월 운임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9년 4~6월 운임지수는 북미항로가 103,
유럽항로가 100으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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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항로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로 출하량이 예년 대비 감소하는 등 화물취급량은
부진했지만, ONE이 가입한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TA)가 노선 12편에 대해 결편(缺便)을
실시하는 등 선박 공급량 감소를 통해 운임이 작년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 유럽항로에서도 총 5편 감편이 시행되는 등 얼라이언스들이 선복조정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석율이
증가해 운임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 2019년 1분기 실적 호조로 연간 실적(2019년 4월~2020년 3월)도 개선이 예상
된다.a)
- 연간 예상실적은 매출액이 이전 발표보다 3억 2,800만 달러(약 3,898억 원) 줄어든 123억 9,500만
달러(약 14조 7,314억 원), 세금공제 후 손익은 이전 발표보다 500만 달러(약 59억 3,400만 원)
늘어난 순이익 9,000만 달러(약 1,069억 원)로 각각 수정 발표됐다.
- ONE 유가증권보고서는 유럽항로 운임 악화로 2019년 2분기(7~9월) 유럽항로 예상실적을 하향
조정했지만, 비용 삭감 등의 활동을 통해 향후 채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 com/news/file/FileNumber/111035(2019. 8.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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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 탑재 공사로 컨테이너선복 긴축 효과 발생

■ 2020년 1월 발효되는 SOx 규제 대응을 위해 ‘컨’선에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공사가 한창
이다.a)
- 프랑스 알파라이너(Alphalin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 탑재(retrofit)가
완료된 전 세계 ‘컨’선은 2019년 7월 31일 기준 49척이다.
- 8월 1일 기준 스크러버 탑재 공사가 진행 중인 ‘컨’선은 31척으로 탑재 이후 80척이 된다.
- 또한, 올해 하반기 스크러버 탑재 공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 기간에 도크(dock)에
입거해 계선이 발생하므로 컨테이너선복 긴축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스크러버 탑재를 위해 dock에 입거하는 컨테이너선은 향후 급증할 예정으로 전술한 80척을 제외
하고 550척 이상이 스크러버를 설치할 계획이다.

■ 스크러버 탑재 공사는 다양한 선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최소 한달 이상
이다.a)
- 탑재 공사 중 31척의 선형 내역은 1만 5,000TEU급 이상 12척, 1만~1만 5,000TEU급형 2척,
5,100~10,000TEU급형 10척, 5,100TEU급형 미만이 7척이다.
- 탑재가 완료된 49척 중 39척은 2018년 6월 이후에 탑재 공사가 진행되었다.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계한 1척 당 평균 탑재 공사 기간은 52일이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기(30~40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더 오래 소요됐으며, 일부 선박은 6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파라이너는 지적했다.

■ 스크러버 탑재 신조선 ‘컨’선의 규모는 200척이 넘고 탑재 공사 영향으로 계선선박
척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a)
- 2019년 7월 31일 기준 스크러버 탑재 신조선 선박은 기 준공 41척을 포함해 총 218척이다.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탑재 공사 영향으로 ‘컨’선 계선(불가동선)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7월 22일 기준 세계 ‘컨’선 계선 규모는 138척･48만 6,778TEU로 1개월 전(2019년
6월 22일) 117척･33만 6,241TEU보다 21척･15만 537TEU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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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라이너는 계선 선박 집계 시 스크러버 탑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탑재 공사
개시 이후 통상 35일째 되는 날부터 계선으로 분류 하고 있다.

■ 스크러버 탑재 공사를 위한 입거는 선복 공급을 감소시켜 시황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a)
- 현재 동서(아시아~북미･EU) 기간항로에서 일부 선사는 화물수요 부족으로 서비스 결편(缺便)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탑재 공사를 위한 dock 입거로 선복 부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결편을
취소할 예정이다.
- 탑재 공사로 계선이 발생하면 선복 공급 감소로 시황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064(2019.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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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HSFO 가격 급등

■ 금년 7월에 들어서면서 싱가포르와 푸자이라의 HSFO 가격이 급등했다.a)
- 싱가포르의 HSFO 가격이 7월초부터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톤당 512달러를 기록했다(7.12). 푸자이라(UAE 수도)의 HSFO* 가격 또한, 전주대비 15% 상승해
톤당 457달러를 기록했다.
* HSFO(High Sulphur Fuel Oil)는 황 함유량이 0.5%를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

■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와 푸자이라 간의 HSFO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a)
- 올 6월까지만 해도 톤당 1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였던 싱가포르와 푸자이라의 HSFO 가격이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5달러까지 벌어졌다(7.12). 당시 싱가포르(424.5달러/톤)와 푸자이라
(495달러/톤) 간의 연료유가 차이는 톤당 70.5달러 정도였다.

그림 1. 싱가포르와 푸자이라 HSFO 가격

출처: Clarkson, https://sin.clarksons.net/(2019. 8. 14 검색), KMI 재작성

■ 중동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선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a)
- SSY는 특별 보고서에서 싱가포르와 푸자이라의 HSFO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이 중동지역의 긴장
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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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선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푸자이라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
받는 것을 회피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선주들이 푸자이라를 대신해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받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 싱가포르의 HSFO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다.a)
- 영국 선박 중개회사인 SSY(Simpson Spence Young)는 최근 몇 주간 싱가포르의 연료유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싱가포르 업체들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연료유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선물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항만공
사(PSA･Singapore Maritime and Port Authority)가 일부 선박연료유 공급자의 면허를 정지해
당분간 선박연료유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PSA가 적발한 선박연료유 공급업자는 질량유계(mass-flow meters)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량유계는 연료유 주입 시 공기를 함께 주입해 공급량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2017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강제화한 기계이다.

■ HSFO 가격 급등은 케이프선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
- 해운조선 전문 매체인 트레이드 윈즈는 최근 케이프선 운임 급등의 이유 중 하나가 벙커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프선 시황은 대서양 지역에서 수급균형이 개선되면서 좋아진 면도
있으나, 연료 유가 급등이 운임 상승세를 가속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 케이프선 운임은 연료유가 급등 영향으로 브라질~중국 왕복항로 운임이 전주 대비 13.2% 급등한
23,811달러/일을 기록했으며, 유럽~중국 왕복항로 운임은 50,820달러/일을 기록하며 전주대비
18.3%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참고자료

a) SSY Special Briefings, 2019년 7월호
b) https://www.tradewindsnews.com/dry-cargo/volatile-bunker-prices-contribute-tocapesize-rate-hike/2-1-638549(2019.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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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달러화 절상으로 국적 해운선사 수익 개선효과 발생

■ 8월 6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1달러=105엔대 중반까지 상승했다.a)
- 105엔대 중반은 7개월 만에 기록한 것으로 엔화 절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에 기록한 연중 최고치 1달러=104엔대에 접근 중으로 일본 해운선사는 환율 변동
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 일본 해운선사 상당수는 7월 이후 개최된 제1분기(일본은 4~6월이 1분기) 결산발표 때 예상 환율을
엔화 절상 기조를 반영해 1달러=110엔에서 108엔으로 수정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욱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 엔화 가치 상승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통화자산인 엔화로 투자
수요가 몰린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일본 경우처럼 자국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이는 자국
해운선사의 수익 압박 요인이 된다.

■ 해운선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미 달러화 비중은 70~80%에 이른다.a)
- 해운선사에 자국통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미 달러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 결산 분기마다 달러를 자국통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국통화 절하 시에는 수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자국통화 절상 시에는 수익이 감소한다.
- 8월초 일본 엔화는 절상, 한국 원화는 절하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본 해운선사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 해운선사 수익에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 환율변동이 해운선사 수익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a)
- MOL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엔-달러 환율 1엔의 변동이 분기 영업손익
기준 7억 엔(약 70억 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예를 들어 1달러=105엔에서 1달러=104엔으로 엔화 절상 시 분기 영업 손익은 7억 엔(약 70억 원)
감소한다.
- 연간 기준으로 환산 시 절상으로 인한 손실은 28억 엔(약 280억 원)에 달해 환율변동은 손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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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중국 제재 관세 제4편의 발동을 표명하는 등 미･중 무역 마찰의 행방은 예단을
불허하고 있다.a)
- 리스크 회피를 위한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 매수로 몰리면서 엔화 절상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일반적으로 엔화 절상이 발생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 선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업체도 환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a)
- 우리 조선소의 경우 선박 신조 수입의 거의 100%를 달러화로 지급 받는다.
- 한편 한국 조선소의 신조 차입금은 원화이므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 우리 조선소는 금년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화 절하 발생으로 반제 차입금 상환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176(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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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박 수중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스트레스 연구결과 발표

■ 영국 해양 과학자들이 선박 수중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홍합의 생화학 및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a)
- 에든버러 네이티어 대학과 헤리엇 와트 대학 해양 과학자들은 MASTS 풀링 이니셔티브(스코틀랜드
해양과학기술연합)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선박 수중소음이 홍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 이 연구팀은 과거 선박으로 인한 수중소음이 고래나 돌고래와 같은 큰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홍합과 같은 무척추동물을 연구한 것이다.
- 수중소음이 무척추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흔하지 않다.

■ 홍합과 같은 무척추 동물에는 귀가 없지만 주변 환경 변화하는 소음수준을 감지할 수 있다.a)
- 연구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선박 모터소리가 녹음된 소리를 홍합에게 노출시켜 홍합의 생화학 및
행동변화를 측정했다.
- 그 결과 홍합의 산소 소비가 12% 감소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성장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여과 속도 또는 그들이 소비하는 해조류 양이 80% 이상 감소했고 판막 간격이 60% 증가해 홍합이
포식자에게 섭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합이 소음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화학적 영향이 예측된다.a)
- 선박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홍합은 선박 소음이 홍합에 치명적
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성은 없으나 장기간 걸쳐 생화학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즉 선박 소음이 성장 생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홍합 개체 수 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

■ 2006년 국제해사기구는 선박방사 소음을 수중생물 생태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이라
규정했다.b) c)
- 국제해사기구는 선박방사 소음을 수중생물 생태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으로 규정했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인하는 소음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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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중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
과에 따라 연안지역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 조선업계는 향후 규제에 대비해 선박 수중소음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중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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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afety4sea.com/underwater-noise-from-ships-stresses-mussels-study-shows/
(2019. 8. 16. 검색)
b)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IMO), "Guidelines for the reduction of underwat
er noise from commercial shipping to address adverse impacts on marine life," IMO
Doc., MEPC.1/Circ.833, Tech. Rep., 2006(2019. 8. 16. 검색)
c) 해양정책연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중 소음 관리제도 도입 방안”, 제30권 제2호. 2015
(2019.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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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전세계 컨테이너항만 연결성지수 결과 발표 및
항만 연결성지수 향상 방향 발표
■ 최근 UN 산하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전세계 컨테이너항만의 연결
성지수를 새롭게 발표 하였다.a)
- 2006년 이후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전세계 컨테
이너항만 연결성 지수인 “The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LSCI)를 개발･발표해 왔으며,
최근의 항만 성과지표를 반영한 새로운 결과를 발표 하였다.
- 항만연결성 지수 성과 측정 결과 상하이항이 134 포인트로 1위, 싱가포르항은 2위(124.63), 부산항
3위(114.45), 닝보-저우산항 4위(114.35)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유럽항만에서는 앤트워프항이
94, 로테르담항이 93 포인트를 각각 기록하여 10위 권 안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 항만연결성 지수는 연계성 측면에서 광활한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결성이 뛰어난 상하이항이 2006년
이후 기존 LSCI 경쟁력지수 1위인 홍콩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닝보-저우산항은
2006년 이후 LSCI 지수가 2배 이상 높은 성장을 했으며, 동북아 권역의 주요 환적항만인 싱가포르항,
부산항 등도 높은 LSCI 지수를 기록하였다.
- 특히, 이번에 발표된 LSCI 지수에서는 높은 항만연결성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중요한 요인
으로 컨테이너선박의 하역작업 효율성, 화물의 배후단지 운송효율성, 항만의 디지털화, 항만과 내륙
지역과의 연계성, 항만의 국내 연안 또는 국제 네트워크 등 항로의 연결성, 항만 현대화 정도 및
항만배후단지까지 연계된 항만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항만의
친환경화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항만경쟁력 성과를 측정하였다.
- LSCI 지수는 항만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더라도 해당 컨테이너항만 국가의 무역성장률 등 경제성
장률 정도를 지수 측정에 우선적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등에 따라
고베항, 나고야 항의 LSCI 지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6년 파나마 운하의 확장개장은 컨테이너서비스 패턴 변화에 따라 미국 컨테이너항만의
LSCI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북미 동해안 지역 항만인 뉴욕-뉴저지항, 사바나 항의
LSCI 지수는 2016년 이후 20% 이상 성장한 반면 북미 서해안 권역 항만들의 LSCI 지수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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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항만의 연결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해서는 항만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 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b)
- 첫 번째, 항만 인프라 투자를 통한 항만의 연계성 강화로서 이는 컨테이너항로 유치 및 항만의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례로 항만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그리스의
피레우스항은 지중해권, 파나마의 콜론항은 북미 지역의 환적거점 항만으로 성장 하였다. 이들
항만은 배후권역의 인구밀도 등 경제력은 비록 낮을 수 있지만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 항만
연계성 비즈니스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항만 연결성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고 있다.
- 두 번째로, 항만에서 배후단지까지의 전체 공급사슬상에서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효율성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만과, 터미널, 화주 간 실시간 선박 및 화물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 세 번째로, 국가 간 항만연계성 개선에 대한 투자도 항만연결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이다. 최근 캐나다 권역의 벤쿠버항 등은 미국 시카고항 및 뉴올리언스항 등과의 연계성 개선을
위해 복합철도망 등 복합운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항만을 통해 캐나다에 비해
규모가 큰 배후권역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기 위함이다.
- 네 번째로, 컨테이너선박의 초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메가쉽 입항에 따른 항만의
효율적 운영능력 개선이 항만경쟁력 지수를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메가쉽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의 시설능력, 입항선박의 효율적 화물하역 작업 및 이를
통한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 등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컨테이너항만의 지속성장가능성 개선으로 이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에서 항만당국,
터미널 운영사, 선사, 배후물류운송주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항만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peterlee@kmi.re.kr/051-797-4667)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port-news/port-productivity/new-un-container-port-index-sha
nghai-tops-connectivity(2019. 8. 7. 검색)
b) https://unctad.org/(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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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쟁으로 동남아,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성장

■ 세계 수출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2009년 26.4%에서 2018년 30.1%로 3.7% 성장하
였고 수입에서의 비중도 2009년 29.4%에서 2018년 32.8%로 3.4%로 확대되었다.a)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아세안6*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에서 아세안6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한･중･일의 비중이 증가하여 동아시아의 전체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세안 6: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 아세안6의 수출은 성장,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의 수출비중은 2009년도 0.4%에서 2018
년도 1.5%, 수입비중은 2009년도 0.6%에서 2018년도 1.3%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 반면 한･중･일의 수출비중은 20.0%(’09)에서 22.7%(’18)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는데 이는
일본의 비중이 4.7%(’09)에서 3.8%(’1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 세계대비 동아시아 수출입 비중
<수출>

<수입>

출처: https://www.trademap.org/(2019. 8. 16.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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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대비 동아시아 국가별 수출입 비중
<수출>

<수입>

출처: https://www.trademap.org/(2019. 8. 16.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난 7월 Fitch Solutions는 미･중간 무역전쟁 발발로 동남아시아가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지만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b)
- 미국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전자제품 공급망은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통합이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이 최대의 장기적인 수혜자이며 이에 따라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최근 발생한 한･일 무역전쟁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싱가포르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허브국가이며 한･일 간 무역전쟁을 기회로 공급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자연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jylee@kmi.re.kr/051-797-4659)

참고자료

a) https://www.trademap.org/(2019. 8. 16. 검색)
b) https://www.fitchsolutions.com/corporates/retail-consumer/us-china-trade-war-so
utheast-asia-growing-electronics-production-base-risks-remain-31-07-2019(2019.
8.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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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항만그룹 설립, 산둥성 항만통합 마무리 단계 진입

■ 지난 8월 6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산둥성항만그룹유한공사(山东省港口集团有限公司)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a) b)
- 산둥성항만그룹의 등록 자본금은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산둥고속그룹(山东高速
集团)과 치루교통발전그룹(齐鲁交通发展集团)이 각각 30억 위안을 출자하여 30%의 지분을
가지며, 산둥성에너지그룹(山东能源集团)과 옌쾅그룹(兖矿集团)이 각각 20억 위안을 출자하여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산둥성은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르자오(日照),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潍坊),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등 7개
연해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산둥성의 항만물동량은 16억 1,000만 톤으로 중국 연해 성 중에서 2위를
기록했다.

- 향후 산둥성에 소재한 4개의 항만운영사인 칭다오항그룹과, 옌타이항(烟台港)그룹, 르자오항(日照港)
그룹, 그리고 2018년 3월 설립된 보하이완항만그룹(渤海湾港集团)이 산둥성항만그룹에 출자를
진행하여 산둥성항만그룹으로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항만그룹들과의 통합이 완료되면, 산둥성항만그룹은 산둥성 각 항만의 통일적인 계획･건설,
통일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항만 부대시설 중에서 항로, 방파제, 묘박지, 항만 인입도로와
철도 등은 기존 관할 항만그룹에서 소재지 지방정부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된다.

■ ‘1개 성, 1개 항만주체’를 지향하는 중국의 항만통합 추세 속에서 산둥성의 항만통합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c)
- 그동안 중국 항만들의 대대적인 인프라 확장에 따라 지역 내 항만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 지역 항만 간 통합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
- 2007년 광시자치구의 광시베이부완국제항만그룹(广西北部湾国际港务集团)을 시작으로, 2009년
허베이성항만그룹(河北港口集团), 2015년 저장성해항투자운영그룹(浙江省海港投资运营集团),
2017년 장쑤성항만그룹(江苏省港口集团), 2019년 랴오닝성항만그룹(辽宁港口集团)이 설립되며,
‘1개 성, 1개 항만주체(一省一港)’의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둥성도 2018년 3월에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웨이팡(潍坊) 3개 도시의
항만들을 통합해 보하이완항만그룹을 설립, 산둥성 항만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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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올해 7월 칭다오항이 웨이하이항(威海港)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산둥성은 칭다오항,
르자오항, 옌타이항, 보아이완항의 4대 항만그룹의 구도로 개편되었고, 이번 산둥성항만그룹이
설립됨에 따라, 향후 산둥성항만그룹으로 통합･운영될 계획이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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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성화 위해 자유항 개설 계획 발표

■ 영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개의 자유항을 건설할 계획이다.a) b)
- 10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영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자유항을 영국 전역에
최대 10개 설립할 계획이다.
- 지난 8월 2일,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리즈 트러스(Liz Truss) 장관은
자유항 자문위원회(Freeports Advisory Panel)를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유항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으며, 이번 조치가 정부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 자유항 자문위원회는 전국 항만과 공항들이 제출한 입찰 서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세무 및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영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들은 자유항에 입찰할 수 있으며, 현재 티즈항(Teesport)과 타인항(Port of
Tyne), 웨일즈(Wales)의 밀포드 헤이븐(Mildford Haven), 런던 게이트웨이(London Gateway)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영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출처: https://www.relocatemagazine.com/news/enterprise-brexit-up-to-ten-free-ports-to-be-created-inthe-uk-0819-dsapsted2019. 8.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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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항 설치로 제조업의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c) d) e)
- 자유항에 입항한 선박은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일반 세금 및 관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수입된 화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것이 가능
하여 제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영국 컨설팅업체 메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북부에 자유항 7개가 설치될 경우 영국 GDP를
90억 파운드 증가시키고, 약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성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ksa@kmi.re.kr/051-79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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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이퍼루프 개발 통해 항만 효율과 트럭 정체 동시해결
■ 하이퍼루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다.a) b) c)
- 하이퍼루프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TESLA)와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SPACE X)의
대표인 Elone Reeve Musk씨가 고안한 것으로 시속 1,200km를 주파하는 초고속 열차를
뜻한다.
- 진공 상태의 튜브관을 통해 자기력으로 열차를 띄우기 때문에 공기 저항과 레일 마찰을 최소
화할 수 있으며 날씨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지난 21일, 뮌헨 공과대학 하이퍼루프 팀이 SpaceX 하이퍼루프 포드 경쟁에서 4회 연속 우
승했으며 최고 속도 463km/h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 지난 24일, 세계 최초로 하이퍼루프 양산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던 Virgin Hyperloop One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도시건설청(ECA)과 세계 최장 길이의 하이퍼루프 테스트 트랙 구축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거리 하이퍼루프 구축을 통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리야드-제다 간 이동
시간을 76분으로 단축해 3개 대륙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림 1. Virgin Hyperloop One사의 하이퍼루프

출처: https://www.greenport.com/news101/asia/electric-hyperloop-project-reduces-pollution(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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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푸네와 뭄바이 항만을 연결하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d)
- 인도 마하슈트라 정부는 Virgin Hyperloop One과 DP-World 컨소시엄의 하이퍼루프 프로
젝트를 승인했다.
- 이를 통해 푸네와 뭄바이 항만은 도로로 3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운송시간을 35분 이내로
줄일 것이며 2025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DP-World 그룹 회장 겸 CEO인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임씨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루프
운송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는 하이퍼루프 개발 초기부터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곧 그 결실로 인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 배출가스 없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혁신으로 친환경뿐만 아니라 트럭 운송 비율을 낮추는
등 항만 운영 효율 향상과 동시에 수십만 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전망이다.

■ 우리나라도 한국형 하이퍼루프 개발에 한창이다.e)
-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
개발이 한창이며 이론상 30초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 지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냉동기 없이도 장시간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
시작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해당 산업의 고도화된 핵심 기술력과 R&D를 통한 앞으로의 기술 전망이
밝지만 해당 기술의 상용화 시점에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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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 전자부문 글로벌 공급사슬 정체 위험 우려

■ 국제조사기관인 IHS Markit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전자부문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정체시킬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했다.a)
-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전자부문의 신규발주 저하로 동아시아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로 인해 아시아태평양(APEC)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아졌다.
-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일본의 중간부품 및 소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對일본 무역적자는
2018년 203억 달러에 달한다.
- 특히 전자부품과 화학제품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부문의 공급사슬 위험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한국의 對일본 무역적자 추이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kimuramasato/20190718-00134743/(2019. 8. 20. 검색)

-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메모리 부품의 주요 생산국으로 관련 소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메모리 생산에 차질을 빚어 전자부문의 전 세계 공급사슬을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각종 전자시스템에 사용되는 메모리 부품의 61%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메모리 칩 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 1,270억 달러(2018년 기준)에
이른다.
- 우리나라의 메모리칩 생산의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른 메모리 제조 기업만으로 세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버, 휴대전화, PC, 각종 가전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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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가진 미국의 전자기기 기업들은 한국의 메모리칩 공급
부족에 따른 취약성을 떠안게 된다.

■ 이러한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수출업자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
했다.a) b)
-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중간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공급사슬을 재설정하고, 중간재의
대체 공급원을 찾을 것이다.
-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일본의 중간재 의존도를 줄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일본의 국제물류 전문기업인 서일본철도(西日本鉄道)의 키타무라(北村) 전무는 일본의 수출제재로
인해 대상 품목의 수출 수속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자국 생산 및 중국 조달을 실시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사의 사업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나영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chnayoung@kmi.re.kr/051-797-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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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 Pronto 운영 개시

■ 유럽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신생회사를 설립하여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인 Pronto 운영을 개시하였다.a) b)
- 로테르담항은 매년 14만 척의 선박이 기항하는 유럽 최대의 항만이며, 연평균 약 4억 6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로테르담 항만을 스마트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만자동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인 Pronto 개발･운영도 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신생회사인 PortXchange를 설립하여 기항최적화(Port call optimization)를
위한 플랫폼인 Pronto 운영을 개시하였다.

■ Pronto는 운송회사, 에이전트, 터미널 등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c)
- 기항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CO2 배출 감소와 항만 물류 최적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 ProtXchange는 운송회사, 에이전트, 터미널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로 하여금 선박의 기항 관련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며 Pronto 대시보드를 사용하거나 API 접속수단을 통해 직접 데이터
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Pronto 시스템은 공개 데이터, 참여 회사에서 직접 제공한 데이터 및 AI(Artificial Intelligent)를
이용하여 신뢰도 높게 예측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 선박의 도착예정시간이 업데이트되면 Pronto의 타임라인에 곧 바로 배정되어 기항 중의 모든
이벤트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 또한, Pronto는 모든 이벤트 진행과 상태를 대시보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는 개별
이벤트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태 변경, 지연, 스케줄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알림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사용자들은 Pronto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항시간의 단축, 예측 가능성 향상, 터미널 이용 최적화
등을 통해 비용 저감 및 최적의 물류망 구축이 가능하다.

| 147

그림 1. Pronto 대시보드 화면 구성 예시

출처: https://portxchange.portofrotterdam.com/(2019. 8. 11. 검색)의 동영상 설명 자료 중 갈무리

■ PortXchange는 올 연말부터 유럽과 미국 주요 항만에서 Pronto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a) b)
- ProtXchange는 Shell International Trading and Shipping Company와 AP Moller-Maersk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올 연말부터 Pronto 플랫폼을 로테르담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항만에
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 Shell의 해운 및 해양 담당 부사장인 Grahaeme Henderson은 항공 산업과 같이 해상 운송 분야
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디지털 운영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Shell의 육상 디지털 센터
에서 관리하는 각 선박에서는 초당 500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AP Moller-Maersk의 운영 책임자인 Kent Stig Hagbarth는 Pronto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박의
항만기항 프로세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한 스케줄의 신뢰성을 높이고, CO2
배출량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도 국내 항만들을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내 유수의 항만들도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한 단계 발전하여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2-4단계 3개 선석과 2-5단계 5개 선석에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항만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항의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항만자동화를 비롯한 다양한 해운･항만 R&D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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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내의 스마트 항만 추진은 주요 국가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개발,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승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693)

참고자료

a)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port-of-rotterdam-authority-launches-new-tec
hnology-company(2019. 8. 11. 검색)
b) https://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port-of-rotterdam-to-make-digital-sh
ipping-app-pronto-available-to-ports-worldwide/(2019. 8. 11. 검색)
c) https://portxchange.portofrotterdam.com/(2019. 8.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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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항 정기선 연결지수 세계 3위로 전년 보다 한 단계 상승

■ UNCTAD는 세계 정기선의 국가 간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기선 연결지수(LSCI)”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a) b)
- 컨테이너선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항만에 입항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양적하하므로 선박 일정과
정기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의 "연결성(Connect)"을 비교할 수 있다.
- UNCTAD는 2004년부터 “정기선 연결지수(LSCI: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를 개발
하여 2018년까지 작성했으며, 세계 해운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수 작성에 활용된 변수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7월에 지수 작성 변수를 변경1)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지수를
재작성･발표했다.
- 2019년 8월에는 Marine Traffic(www.marinetraffic.com)과 협력하여 “항만별 정기선연결지수
(Port LSCI)”를 홍콩항 2006=100을 기준으로 발표했으며, 900개 이상 항만별 정기선연결지수
(PORT LSCI)는 국가별 정기선연결지수(LSCI)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 또한, “항만의 선박 입항 및 화물처리시간”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다. Marine Traffic이
수집하는 1,000GT 이상 선박의 AIS 정보와 항만정보를 연결하여 작성했으며, 작성대상 선박은
입항선박이며 여객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 2019년 우리나라 정기선 연결지수(LSCI)는 세계 3위를 유지, 부산항 정기선 연결지
수는 세계 3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a) b) c)
- 2019년 7월 UNCTAD가 발표한 정기선 연결지수(LSCI)가 높은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홍콩 등의 순이다.
- 2019년 LSCI 상위 5개국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LSCI가 높은 국가는 벨기에
(88.4)와 네덜란드(88.0),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의 순이다.
- 2019년 세계에서 서비스가 가장 잘 연결된 항만, 즉 PORT LSCI 세계 1위는 상해항(134.3)이며,
그 다음은 싱가포르항(124.6), 부산항(114.5), 닝보항(114.3), 홍콩항(102.8) 등의 순이다.
1) 중국 “2004=100”을 기준 사용된 5가지 변수는 ① 국가별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 척수, ② 항만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③ 정기선 해운선사 수, ④ 서비스 항로수, ⑤ 최대 선형의 선박 크기(TEU)이다.
중국 “2006=100”을 기준으로 사용된 6가지 변수는 ① 국가의 주당 입항선박 척수, ②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TEU 기준),
③ 국가내 정기선 운송서비스 수, ④ 국가간 서비스를 운송하는 정기선사, ⑤ 항만에 입항하는 정기선의 최대 선형(TEU),
⑥ 정기선 운송서비스로 연결된 국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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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닝보항 LSCI가 전년대비 1.7% 감소한 반면, 부산항 LSCI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2018
년 4위에서 2019년 3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그러나 4위인 닝보항과의 차이는 0.11에 불과하다.

그림 1. 세계 주요항만의 정기선연결지수 추이(2006~2019)

출처: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70026(2019. 8. 14. 검색)

■ UNCTAD는 항만 효율성 자료, 즉 항만 입항선박의 화물처리 소요시간을 2019년부터
6개월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a) b)
- UNCTAD는 항만효율성 측정 자료로 항만의 입항선박 척수, 선박별 평균정박시간, 선박제원(총톤수
(GT), 재화중량톤수(DWT), 컨테이너수송능력(TEU)) 및 선박의 선령(AGE) 등을 수집하여 국가
별로 제공하고 있다.
- 그리고 항만 입항 선박의 선종은 여객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일반화물선, 로로선, LPG선,
LNG선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 UNCTAD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항만에 입항한 선박이 화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중앙값 기준으로 23.5시간(0.97일)이며, 벌크선은 2.05일을 소비했으나 컨테이너선의 평균 최소
시간은 0.7일이라고 했다.

■ UNCTAD의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향상의 토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통계품질관리가 필요하다.a) b) d)
- UNCTAD는 2019년 6월 26일 통계품질보증 프레임워크(Statistics Quality Assurance Framework:
SQAF)를 공개했으며, 품질관리 대상은 UNCTADstat 또는 UNCTAD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통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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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의 컨테이너전용부두 개발, 그리고 항만자동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정기선연결지수(LSCI)가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나, 2006년 PORT LSCI의
기준이 된 홍콩항의 2019년 PORT LSCI는 102.8로 그 증가세가 미미하다.
- 우리나라의 정기선 연결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과 통제 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항만 정기선 연결지수 및 항만 효율성 측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품질관리이다.
-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운항만분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또는 전문기관에서 작성된 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고품질 통계는
항만경쟁력 강화의 튼튼한 기반이며, 이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박일란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통계분석센터 전문사무원
(1ran@kmi.re.kr/051-797-4782)

참고자료

a)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163(2019. 8. 9. 검색)
b)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162(2019. 8. 9. 검색)
c)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7002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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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139&fbclid=IwAR2polMeDAxRMrni99FWouOYUreRsZeo4xZixzTi-O-MRi_dzU2YlWTgmI(2019. 7.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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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중심 발전지수’ 발표, 중국 상하이가 세계 4위 차지

■ 지난 7월 11일, ‘2019년 신화-발틱 국제해운중심 발전지수’가 상하이에서 발표되었
으며 싱가포르가 1위, 상하이가 4위를 차지했다.a) b)
- ‘신화-발틱 국제해운중심 발전지수(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는 중국 신화사 산하의 중국경제정보사(中国经济信息社)와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
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발표해왔으며 항만조건, 해운서비스, 종합환경의 3가지 부문을 통해 국제
해운중심 도시의 종합 발전수준을 평가한다.
- 이번에 발표된 2019년도 지수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홍콩, 런던, 상하이,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뉴욕･뉴저지, 휴스턴, 아테네의 순이었다.
- 중국의 연해도시들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한 상하이 외에도 닝보･저우산(13위), 광저우(16위),
칭다오(17위), 다롄(20위), 선전(22위), 톈진(24위), 샤먼(30위) 등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표 1. ‘신화-발틱 국제해운중심 발전지수’ 상위 10위 변화 추이
순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2

홍콩

홍콩

런던

런던

런던

런던

3

런던

런던

홍콩

홍콩

홍콩

홍콩

4

상하이

상하이

함부르크

함부르크

로테르담

로테르담

5

두바이

두바이

상하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함부르크

6

로테르담

로테르담

두바이

상하이

상하이

두바이

7

함부르크

함부르크

뉴욕-뉴저지

뉴욕-뉴저지

두바이

상하이

8

뉴욕-뉴저지

뉴욕-뉴저지

로테르담

두바이

뉴욕-뉴저지

도쿄

9

휴스턴

도쿄

도쿄

도쿄

부산

뉴욕-뉴저지

10

아테네

부산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부산

출처: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907/t20190711_1323634.shtml(2019. 8. 16. 검색)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권의 해운중심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a)
- 2019년 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신흥경제권의 해운중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줄곧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과 런던의 해운발전 수준도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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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와 두바이는 현대적인 해운 집하･분배･운송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운서비스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했고, 자유무역구라는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해운
발전수준은 런던을 바짝 추격하여 2019년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 지난 2014~2019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세계 해운중심의 발전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세계의 해운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a) http://www.yuncaijing.com/news/id_7897889.html(2019. 8. 16. 검색)
b) http://www.snet.com.cn/106/2017_1_17/3_106_347219_373_1_1484619767335.html
(2019.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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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에너지 서플라이체인 실증사업 관련 고베항 액화수소
하역기지 등 2020년 6월 완공예정
■ 일본은 2017년 “수소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a)
- 수소기본전략은 저렴한 수소이용의 실현, 국제적인 수소 공급체인 개발, 전력생산에 이용, 수소모
빌리티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수소는 –253℃에서 액화시키면 부피가 1/800로 줄어들어 운송이 용이해진다.

■ 일본의 중장기 항만정책인 “PORT 2030”에 수소관련 항만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b)
- “PORT 2030“ 주요 시책 5. 새로운 자원에너지의 수입･공급 등의 거점형성 편에서 기업 간의
공동수송 촉진을 통한 기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시하였다.
- 사업집약으로 생긴 항만공간에 LNG, 수소 등 친화성 에너지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수소 수입을 위한 항만기능의 강화, 수소를 이용한 수소발전소, 수소제조, 잉여전력의 수
소화, 수소모빌리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고베항에서는 CO2 없는 수소 공급체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a) c)
- 일본은 미이용 자원이나 잉여 또는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낮은 원가로 수소를 제조･이용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016년 2월 가와사키 중공업을 비롯한 5개사가 기술연구조합(HySTRA)을
결성하여 CO2 배출이 없는 액화수소 저장 및 운반 등 공급체인 실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 HySTRA는 갈탄 가스화 기술 연구개발, 액화수소 장거리 대량수송 기술, 액화수소 하역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의 미이용 갈탄을1) 가스화하여 수소를 제조･액화하고 고베항까지 수송하는
제조･수송･저장･이용 등을 일체화하는 액화수소 공급체인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고베 공항섬에 액화수소 하역기지가 2020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a)
- 고베항 포트아일랜드와 연결된 고베공항섬에 이미 수소운반선 계류 및 하역시설은 완성되었고
(2018.3), 현재 가와사키중공업이 배후지에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있다. 액화수소 운반
선은 가와사키중공업 고베 공장에서 금년 말 진수할 예정이다.

1) 갈탄은 수분이 50∼60%인 가장 탄화가 덜 된 저품질 석탄으로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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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수소 하역은 진공 2중 단열구조인 플렉서블 호스로 하역하고, 진공 2중 단열배관을 통하여
탱크에 채워지게 된다. 실증실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다음 상용화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고베항 포트아일란드에 수소CGS2) 활용 스마트커뮤니티 기술개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a)
- 실증사업은 수소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1MW급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열･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표로 하는 신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이미 2018년 1월 시운전 후 4월부터 수소연료 100%를 사용하는 세계최초의 가스터빈 발전으로
인근 병원,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은 수소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수소정책을 펼치고
있다.c) d) e)
- 중국은 수소차 육성에 야심차게 나서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소차 5천 대, 충전소 100기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얻거나, 바닷물을 보다 저렴하게 전기분
해하여 수소를 얻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도 금년 중에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수소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연구와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범중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jkim@kmi.re.kr/051-797-4601)

참고자료

a) 일본항만협회, 「항만」, 2019년 6월호 36∼37쪽 발췌 요약정리.
b) 국토교통성항만국, 항만중장기정책「PORT 2030」, 2018.6(http://www.mlit.go.jp/common
/001240997.pdf)
c) KMI 월간동향, “해양에 기반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 생산가술 개발”, 2019년 5월호.
d) KMI 월간동향, “항만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국의 수소 활용 현황과 시사점”, 2019년 5월호.
e) KOTRA 중국시장뉴스(Vol.646), “ 中 수소차 굴기 본격 개막”(2019. 8. 2. 검색)

2) CGS(Co-generation System): 열원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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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아마존과의 지상배송 계약 종료 예정
■ 최근 페덱스(FedEx)는 이번 8월 말에 만료되는 아마존(Amazon)과의 소화물 지상배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a)
- 그동안 페덱스의 지상배송 서비스는 아마존의 창고와 고객들 간 ‘라스트 마일’ 격차를 해소하
는데 활용되었다.
- 그러나 두 달 전 페덱스는 아마존과의 페덱스 익스프레스 계약(항공운송)을 갱신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 페덱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존이 점점 해운회사의 경쟁자가 되면서 나온 것으로,
보다 광범위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페덱스의 전략과 일치한다.a) b)
- 페덱스에 따르면 아마존이 자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여 대형 고객에 속하
지는 않는다.
- 페덱스는 지난 5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배송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 7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달 초 페덱스는 멤피스에 위치한 FedEx Express World Hub에 대한 4억 5천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c)
- 페덱스는 2018년 3월 페덱스 최대 분류시설인 멤피스 허브를 현대화 및 확장하기로 발표했으며,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 확장 프로젝트는 2025년에 확장 공사가 완공되며,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4680)

참고자료

a) https://www.supplychain247.com/article/fedex_ends_its_ground_shipping_contract_
with_amazon/skuvault?oly_enc_id=8131J9743801J4C(2019. 8. 13. 검색)
b) https://www.supplychain247.com/article/fedex_ground_announces_seven_day_resid
ential_delivery_year_round/logistyx_technologies(2019. 8. 19. 검색)
c) https://about.van.fedex.com/newsroom/fedex-express-announces-additional-450million-in-memphis-hub-investment/(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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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N과 미국 CSX Transportation, 양국 간 공동 신규
국제철도노선 개설
■ 2019년 10월, 캐나다국영철도회사(Canadian National Railways, CN)와 미 철도회사
CSX Transportation은 미-캐나다간 국제철도운송 공동 서비스를 개시한다.a) b)
- 2019년 10월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은 캐나다 몬트리올･토론토와 미국
필라델피아･뉴욕･뉴저지 등 동부 대도시들을 연결하며 혼잡한 시카고지역을 피해 버팔로(뉴욕),
헌팅턴(퀘백)등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 CN사의 소비자 공급체인담당 Keith Reardon 수석부사장은 새로운 노선 개통의 목적은 일부
장거리 트럭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노선이 캐나다와 미국의
대도시와 연결됨에 따라 철도 운송 파트너쉽을 통한 양 사 간 시장진출 기회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사 간 공동서비스는 미 동부 항만 물동량의 복합운송 수요에 대응한 물류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
- 새로운 노선은 필라델피아항 및 뉴욕･뉴저지항 화물의 미-캐나다 간 철도운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화주들의 복합운송 이용 시 물류효율성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상대적으로 트럭운송보다 정시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철도운송의 새로운 노선 공급이 향후
미 북동부 항만 화물의 미-캐나다간 복합운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되면 향후 양사의
수익성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가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ghkim@kmi.re.kr/051-797-4692)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rail-intermodal/class-i-railroads/canadian-national-railway/newcn-csx-service-links-ne-us-and-canada_20190808.html(2019. 8. 11. 검색)
b)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cn-csx-team-up-intermodal-montreal-nort
heast-us-ports/560691/(2019. 8. 12. 검색)
c) https://www.freightwaves.com/news/csx-and-canadian-national-to-form-new-inte
rmodal-service(2019. 8. 12. 검색)

158 |

롱비치항, 항만 현대화 위해 철도운송 시설 설치 추진

■ 친환경 항만의 니즈는 산페드로만에 위치한 항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 b)
- 산페드로만의 LA/LB1) 항은 친환경 항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06년 산페드로만 청정대기 실천
계획(The San Pedro Bay Ports Clean Air Acton Plan, 이하 CAAP)을 제정했다.
- CAAP는 2017년 갱신됐으며, LA/LB 항은 철도운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수입
컨테이너의 24%는 철도를 통해 내륙으로 운송되는데, 35%로 끌어올리려 한다.
- 이단적 열차 1회 운행은 750회의 공로운송(트럭 활용)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림 1.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이단적 열차

출처: https://www.aar.org/wp-content/uploads/2018/07/AAR-Rail-Intermodal.pdf(2019. 8. 7. 검색)

■ 롱비치항만청은 Pier B 철도운송 시설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b)
- 지난 8월 1일 롱비치항만청(The Port of the Long Beach)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Pier B 철도
운송 시설 개발계획(The Pier B On-Dock Rail Support Facility project)을 발표했다.
- 공학적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은 HDR Engineering Inc.가 수주했으며, 5년간 약 3,875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지질공학적 분석 수행, 도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철도운송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로스앤젤레스/롱비치(Los Angeles/Long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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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l International Inc.는 사업 관리 및 부동산 서비스를 담당한다. 5년간 약 1,750만 달러를 지원
받아 행정, 디자인 검토, 위험관리, 사업 일정･예산･진도 관리 등을 수행한다.
- Pier B 철도운송 시설 개발계획을 통해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트럭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Pier B 철도운송 시설 개발계획

출처: http://www.polb.com/civica/filebank/blobdload.asp?BlobID=13686(2019. 8. 7. 검색)

■ 우리나라 항만도 철도운송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c)
- 우리나라의 철도운송 수송량(단위: 백만 톤*km)은 2017년 기준 8,229로 140,374인 공로운송에
비해 대단히 낮다.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은 부산, 인천 등 광역시에 위치하므로 공로운송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 배후지역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이며 대기오염에 노출돼있다. 철도운송의 비중을 높여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참고자료

a) http://www.cleanairactionplan.org(2019. 8. 7. 검색)
b) http://www.polb.com/news/displaynews.asp?NewsID=1839&TargetID=1(2019. 8. 7. 검색)
c)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0&idx=24897&pageU
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Ty=1(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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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 NFI에 전기동력 트랙터 판매계약 발표
■ NFI는 3자 물류 공급사슬 솔루션 공급자이다.a)
- NFI는 북미 전역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사슬 솔루션 공급자이다.
- 약 450만 평방미터의 창고 및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4,000대 이상의 트랙터와 약 9,700량의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 친환경 운송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리튬이온전지를 활용하는 포크리프트나
전기 또는 천연 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럭을 운용하고 있다.

■ 최근 NFI는 Kalmar의 전기동력 트랙터 25대를 주문했다.a)
- 지난 8월 5일 Kalmar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NFI와 T2E 전기동력 트랙터 판매계약이 성사됐음을
알렸다.
- 주문은 지난 2분기에 이뤄졌고, 25대의 트랙터를 2020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 해당 트랙터들은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NFI의 물류센터 일부에 투입될 예정이다.

■ Kalmar의 T2E 전기동력 트랙터는 완전 전기동력 장치를 갖췄다.a) b)
- 해당 트랙터는 트레일러를 활용해 화물을 운반하며,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단거리 공로운송에 특화됐다.
-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한 완전 전기동력 장치를 갖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전기 자동차와 달리, 기회 충전(opportunity charging) 방식을 적용했다. 기회충전방식
이란 차량이 작업에 할당되기 전 대기･유휴시간에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충전소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충전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충전이 필요한지 여부 역시 사용자
에게 보여줄 수 있다.
- 해당 트랙터는 디젤 기반의 트랙터와 비교 시, 공해, 소음 및 진동이 적으며, 발열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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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lmar의 T2E 전기동력 트랙터

출처: https://www.kalmarglobal.com/4a1e47/contentassets/9786c2b199774b26849bc4c7bca8
9b7c/kalmar-is-to-supply-nfi-industries-with-25-kalmar-ottawa-electric-t2e-terminaltractors-for-use-in-their-selected-distribution-centres-in-california.2.jpg(2019. 8. 7. 검색)

■ 우리나라도 전기 동력 물류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항만, 창고 및 물류센터에 친환경 장비
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 Kalmar는 장기간 친환경 장비 제조를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다수의 장비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친환경 장비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국내 물류장비 산업은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기에 기술이 부족하고, 장비 수요처에서는 친환경 장
비사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항만, 창고 및 물류센터에 사용되는 장비는 친환경 장비로 대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친환경에 대한 니즈 역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물류장비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 장비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참고자료

a) https://www.kalmarglobal.com/pressroom/press_releases/2019/kalmar-and-nfi-part
ner-to-further-zero-emission-initiatives-in-california/(2019. 8. 7. 검색)
b)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06(2019. 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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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벤쿠버 항만, 선박 배출가스 저감 위한 글로벌 협업 추진
■ 프레이저 항만당국은 벤쿠버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a)
- 캐나다 벤쿠버의 프레이저 항만당국은 벤쿠버와 인근 항만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최대 항만이자 북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벤쿠버
항만의 물동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특히 항만 환경 전문가인 크리스틴 리그비(Christine Rigby)씨의 주도하에 몇 가지 환경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첫째, 항만 주도의 EcoAction Program을 추진 중이다.a)
- 항만이 주도적으로 선사들에게 항만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연료, 기술 등의 환경 관리
옵션들을 인정하고 있다.
-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대 47%의 할인을
제공한다.
- 2007년 추진 초기에는 단순히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강조하였으나 현재는 선박의 운항 효율과
온실 가스 및 수중 소음 감소 등 다방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둘째, 해운-항만 산업 분야에서의 환경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a)
- 벤쿠버 프레이저 항만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50개 이상의 도시들과 협력해 항만과 선박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안 전력과 같은 환경 인프라를 제공하는
항만의 수도 증가 중이다.
- 인센티브의 기준은 제3자 환경 등급 시스템,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저배출 연료 및 기술, 수중
소음 감소 기술, 고효율 선박 분류표기/지정 등 다양해지고 있다.
- 지속적으로 글로벌 협업을 통해 각 항만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환경 인프라 개발을 확대 및 촉진
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 선사는 인센티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이 적극적으로 인센
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이해 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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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단순히 개별적인 친환경 항만 정책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a)
-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환경 인프라 개발이 개별항만이나 지역적 기반이 아닌 더 크고 범지구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적 토론과 분기별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다.
- 나아가 친환경 항만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협력 대상이 전 세계의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환경 인프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 넷째, 벤쿠버 프레이저 항만당국은 진화된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a)
- 지난 2월부터 스웨덴 고텐버그 항만, 미국의 롱비치 항만과 로스앤젤레스 항만 및 환경 보호국,
중국 수자원교통연구소와 천연자원방어위원회 등 광범위한 기관들에게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환경
인프라 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진화된 인센티브 정책과 환경 인프라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제
협력 및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며 더 많은 관계자를 참여시키
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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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greenport.com/news101/americas/global-collaboration-to-reduce-shipemissions(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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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Paita Port, 터미널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 페루의 Paita Port는 터미널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Navis N4 플랫폼을 도입했다.a)
- 남아메리카 파이 타 주에 위치한 Terminal Portuarios Euroandinos(TPE) Paita는 페루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 중 하나로 시간당 3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여 연간 215,000 TEU의 처리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TPE Paita는 2009년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운영 관리자인 Eduardo Cerdeira씨는 증가하는 터미널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 터미널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N4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림 1. TPE 터미널 구상도

출처: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eru-terminal-goes-live-with-n4-upgrade(2019. 8. 13. 검색)

■ Navis N4는 자동화 항만에 적합한 진일보된 TOS다.a) b)
- TPE Paita에게는 새로운 컨테이너 야드의 건설 완료한 후 항만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물류를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TOS(Terminal Operating System)가 필요했다.
- Navis 아메리카 담당 부사장 Susan Gardner씨는 선박의 대형화에 발맞춰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Navis N4가 자동화 터미널의 계획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를
통해 터미널 서비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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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선진 컨테이너항만 중 하나인 Tanjung Pelepas 항만도 역시 Navis N4로 업그레이
드하여 성능과 확장성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2만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인 MSC GULSUN호에
원활하게 대응했다.

■ 우리나라도 터미널 운영 시스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c)
- 2018년 4월, 국내 해운･항만･물류 IT 전문기업인 ㈜싸이버로지텍은 두바이 항만 터미널에 컨테
이너 선박의 접안부터 이송, 관리 전 과정을 처리하는 ‘오프스(OPUS) 터미널’ 시스템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에는 부산신항의 ㈜BNCT에도 터미널 운영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 정부와 PA의 투자･지원에 힘입어 민간 기업과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항만 R&D를 통해 한국형 자동화･스마트화 관련 기계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
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과 검증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eru-terminal-goes-live-with-n4-upgrade/
(2019. 8. 13.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corporate/navis-n4-helps-tanjung-pelepasset-container-ship-utilization-record(2019. 8. 13. 검색)
c) https://kr.acrofan.com/detail.php?number=137737(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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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율 주행 로봇, 캘리포니아에서 배송 시작
■ 자율 주행 로봇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a) b)
- 미국의 음식배달업체인 포스트메이츠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의 인도 주행 테스트를 진행
했는데 해당 업체의 자율 주행 로봇인 ‘서브 로봇’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한 번 충전에
25마일(약 40km)까지 이동한다. 옮길 수 있는 물건의 최대 무게는 50파운드(약 22.7kg)이다.
- 미국 버지니아의 조지메이슨대학교에는 자율주행로봇 40대가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다. 이 로봇은
작은 아이스박스에 6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으며 360도 센서를 활용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
스마트 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캠퍼스 내 위치만 정해주면 시속 6km의 속도로 15분 이내에
배달 받을 수 있다.

■ 아마존의 자율 주행 로봇 ‘스카우트’가 캘리포니아에서 배송을 시작했다.c)
- 아마존의 자율 주행 로봇은 다양한 기상조건을 경험할 수 있는 시애틀의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충분한 테스를 거쳤기에 캘리포니아의 맑은 날씨와 밝은 낮 시간대의 조건에서는 무난히 배송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 그러나 아마존은 아직까지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배송로봇에 대해 안내해줄 직원을
부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반응을 주목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예정이다.
그림 1. 아마존의 자율 주행 로봇 ‘스카우트’

출처: https://techcrunch.com/2019/08/06/amazon-scout-autonomuous-delivery-robots-begin-deliveries-in-california/(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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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물류 환경에 적합한 물류 로봇 개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비교적 좁은 국토와 고지대 등은 중국, 미국 등과 같이 넓은 평면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광범위한 옥외 운송 기술이
덜 용이하며 실제로 연구개발 사례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 하지만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물류업계에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국형 물류 로봇 개발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참고자료

a)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61(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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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U FTA 체결에 따른 물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 지난 6월 30일 베트남이 유럽연합(EU)과 향후 7년 내 관세 99%를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a)
- 베트남과 EU는 오랜 논의와 협상 끝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폴에 이어
두 번째로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양측의 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고 7년 내 99.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 또한, 베트남은 EU 폼목의 64.5%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10년 안에 전체 품목 중 98.3%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 베트남과 EU간 무역규모는 2008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18년 기준 약 480억 달러로 4.8배
증가하였으며, 본 협약 체결로 GDP가 연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트남-EU FTA 체결의 핵심은 양측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으로 주요 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b)
- 베트남 입장에서 살펴보면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섬유 및 봉제, 신발, 커피 등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수출량 증대로 인해 자본 및 고용 증가가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내에는 EU에서 수입한 자동차 및 기계류, EU로는 베트남 농산물 및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베트남의 對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입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EVFTA 체결에 따른 베트남 경제 영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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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EU의 FTA 체결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b) c)
- 베트남의 수요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의 원재료인 봉재 및 원단 등은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 수입
하고 있으며, 두 국가는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및 EU와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 우리 기업들 또한, 베트남의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증대를 위한 원자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섬유, 의류 및 신발 제조기업 등이 타 산업대비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화주기업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 또한, 물동량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EU FTA 체결을 시발점으로 베트남 시장의 개방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 FTA 체결 후 유럽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만･물류산업 또한,
베트남 내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물류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유럽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M&A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향후 다가올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kdong@kmi.re.kr/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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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물류사, 미국 내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FAA
승인 대기
■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승인을 요청하였다.a)
-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가 수년간 연구･개발해온 MK27 무인 드론을 통해 미국
에서 상품 배송을 실시하려고 한다.
- 아마존은 최대 5파운드(약 2.3kg)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하여 30분 이내의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
- 5파운드는 작은 무게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현재 아마존이 서비스하는 상품의 75~90%를 차지하고
있다.

■ UPS 역시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b)
- UPS는 드론 배송에 대한 주요 계획으로 UPS Flight Forward 라는 드론 배송에 초점을 맞춘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광범위한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Part 135’ 인증을 FAA에 요청
하고 있다.
- ‘Part 135’ 인증은 항공 배송 업체로서의 법적 권한을 가지는 완전한 인증으로서 UPS가 동 인증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엄격히 제한된 야간 비행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아마존 및 UPS 드론

출처: (좌) https://www.wetalkuav.com/amazon-tests-drone-traffic-management-systems-to-prevent-aerial
-collisions/ (우) https://www.theverge.com/2019/7/23/20707470/ups-drone-delivery-faa- certification
-approval(2019. 7.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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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물류 시장 규모는 2027년 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동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FAA가 점차 규제를 완화 할 수 있게 되면서 드론 배송의 상용화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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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GM, 온라인을 통한 선적 진행 가속화

■ CMA CGM, 자사 플랫폼을 통한 선적 진행 및 디지털 선하증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다.a)
- CMA CGM은 그룹 플랫폼을 통해 100% 디지털화된 선하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고객과
CMA CGM 간 안전하고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 시스템을 통한 전 단계 전자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객들은 부킹･선적･서류･결제 등을 온라인상에서
행할 수 있게 된다.
- 수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Draft B/L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상에서 컨테
이너 화물 추적 및 선적 화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모든 선적의 인보이스 현황이 한 번에 확인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결제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CMA CGM 전자 선하증권 플랫폼 소개

출처: CMA CGM 홈페이지(2019. 8. 19. 검색)

■ 전자선하증권은 종이로 된 선하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다양한 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b)
- ‘Drewry Supply Chain Advisors’는 문서 작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물류의 15%를 차지하고,
화주와 운송사 간 서류 수정 및 교환에 드는 시간 또한, 상당하다고 한다.
- 문서의 전자화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분실할 염려가 없으며, 수하인에게 발송할 번거로움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선하증권 발급 및 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즉시 서렌더(Surrender)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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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 Time이 짧은 항로의 경우 원본 선하증권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덜 수 있으며, 화물
선취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원본서류 도착 지연으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물류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한다.

■ CMA CGM은 트레이드렌즈에도 가입한 바 있다.c)
- 지난 5월 CMA CGM은 트레이드렌즈(TradeLens)에 합류하였다.
- Maersk와 IBM이 공동으로 개발한 트레이드렌즈는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물류 플랫폼이다.
- 대형 선사들의 지속적인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 및 물류 관계자들은 트레이드렌즈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정보를 통해 운송 정보, 서류 및 결제 등 신속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 CMA CGM, MSC, Maersk 등이 플랫폼에 합류하면서,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트레이드렌즈
에서 조회가능하게 되었다.

■ 디지털화의 취약점을 잘 보완하여 글로벌 공급 체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시간 및 비용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문제, 일부 국가에서의 시스템 제한, 해사법이나 각 국의 상이한
법으로 인한 문제 등 미흡한 점들이 아직 많다.
- 무역･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디지털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원활한 해운･
물류의 흐름을 위해 취약점을 잘 보완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류진아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jaryu@kmi.re.kr/051-79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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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시설 이용률 증가 예상

■ Drewry는 향후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a) b)
- 동사의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항만 처리능력 확장계획은 더딘 반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동사는 향후 5년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수요가 매년 4.4% 성장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량이
2018년 7억 7,800만 TEU에서 2023년 까지 9억 9,800만 TE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능력은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준으로 2%로 예상되며 터미널 수요(4.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평균 이용
률이 2018년 70%에서 2023년 7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동, 동아시아의 컨테이너 터미널 수요는 세계 평균인 4.4%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23년까지 터미널 이용률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대규모 터미널 통합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림 1. 세계 지역별 컨테이너 처리량 연평균 성장률(2018-2023)
(단위: 백만TEU)

출처: https://seanews.co.uk/shipping/maritime-shipping/drewry-container-terminal-utilisation-ratesto-rise-and-big-seven-premier-league-of-operators-emerges/(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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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형 GTO는 M&A, 선사형 GTO는 협업을 통해 시설 확보 및 물동량 확대를 실시
하고 있다.a) b)
- 2018년 기준 1위 운영사인 PSA는 Hutchison 지분의 20%를 소유하였고, COSCO는 OOCL 인수를
통해 시설확보율이 30% 이상 증가하여 2018년 순위가 3위(2017년 5위)까지 상승했다.
- 또한, APM Terminals는 그룹사인 Maersk Line과의 협업을 실시하여 자사 터미널의 처리 물동량이
8% 증가했다.

그림 2. 2018년 상위 7개 GTO 시설능력 현황(운영사 지분율 기준)
(단위: 백만TEU)

출처: https://seanews.co.uk/shipping/maritime-shipping/drewry-container-terminal-utilisation-rates-to-riseand-big-seven-premier-league-of-operators-emerges/(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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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인턴
(kmiNK@kmi.re.kr)

참고자료

a) https://seanews.co.uk/shipping/maritime-shipping/drewry-container-terminal-utilisa
tion-rates-to-rise-and-big-seven-premier-league-of-operators-emerges/(2019. 8.
13. 검색)
b) https://theloadstar.com/container-terminal-throughput-set-to-hit-near-a-billion-teu
-in-five-years/(2019.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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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탕제메드항 확장 완료
■ 2007년까지 북 아프리카의 가난한 도시에 불과했던 모로코의 탕헤르(Tangier)는
항만을 건설하면서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a) b) c)
- 모로코는 ‘산업가속화 계획(2014~2020)’의 일환으로 산업지역과 항만을 개발하면서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탕제메드(Tanger Med)항은 탕헤르 동쪽 40km 떨어진 지브롤터해협(Strait of Gibraltar)에 전략
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탕제메드항을 이용하기 위해 탕헤르와 인근에 공장을 설립
했다.
- 물류･자동차･항공･섬유 등 912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탕제메드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7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모로코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2011년 산업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인 탕헤르 자동차도
시(TAC･Tangier Automotive City)를 설립하고 차량 제조, 부품 및 물류기업을 유치해 48시간
이내 유럽수송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2018년 탕제메드항을 통한 수출입 화물은 약 5,200만 톤, 331억 4천만 달러 규모이다.

■ 최근 탕제메드항은 2단계에 걸친 확장사업을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춘 새로운 터미널의
추가 건설을 완료했다.a) b) c)
- 2단계에 걸친 탕제메드 확장 사업은 1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되어 9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단계는
2010년 5월에 시작되어 2016년에 완료, 2단계는 2019년에 완료된다.
- 탕제메드항 2단계 사업을 통해 2개의 터미널(TC3, TC4)이 추가되었으며 모로코의 주요 항만운영
사인 마사 마로크(Marsa Maroc)가 운영하는 TC3의 하역능력은 100만TEU, APM터미널이 운영
하는 TC4의 하역능력은 500만TEU이다.
- 2단계 구역은 수심 18m를 확보하여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2만 2,000TEU급, 길이 400m)
의 기항 및 컨테이너선 7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하다.
- 탕제메드 항만당국에 따르면 확장사업을 통해 탕제메드항은 연간 컨테이너 900만TEU, 차량 100만
대와 트럭 70만 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700만 명의 승객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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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제메드항은 이번 확장으로 7개 국가 186개 항만을 연결하는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최대 항만이 되었다.a) b) c)
- 탕제메드항은 컨테이너 하역능력 기준으로 이집트의 포트사이드(Port Said)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항,케냐의 뭄바사(Mombasa)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항만이 되었고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항, 발렌시아(Valencia)항, 이탈리아의 지오아(Gioa)항 등을 제치고 지중해
에서 가장 큰 항만이 되었다.

그림 1. 탕제메드항 전경

출처: https://www.moroccoworldnews.com/2019/06/276845/morocco-tanger-med-2-port/(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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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tanger-med-ports-extension-a-big-boostfor-moroccan-economy/(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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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9. 검색)
c) https://www.moroccoworldnews.com/2019/06/276845/morocco-tanger-med-2port/(2019. 8.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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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유럽 주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2019년 상반기 물동량 처리실적은 2억 4,06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a)
- 고체벌크는 3,808만 톤(+2.9%), 액체벌크는 1억 1,001만 톤(+2.8%),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1,540만 톤(+2.1%), 컨테이너는 7,719만 톤(+4.8%)으로 모든 품목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TEU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753만TEU를 처리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 로테르담항을 거쳐 다양한 유럽지역으로 가는 대륙 간 환적 화물 및 아시아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총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했다.
- 고체벌크는 로테르담항만 물동량 중 15.8%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세부 품목 중 곡물(-7.2%)을 제외한
석탄(+1.3%), 철광석 및 고철(+0.9%), 바이오매스(82.8%), 기타 고체벌크(+18.8%) 물동량이 증가
했다.
- 곡물의 경우 유럽 자체에서의 수확량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감소한 것이 하락 원인으로 꼽히며 기타
고체벌크의 경우 건설 산업의 호황으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 액체벌크는 로테르담항 전체 물동량에서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 중 미국으로부터
원유(+2.8%) 및 LNG(+93.9%)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 한편, 로테르담항만공사는 세계 주요 국가 간의 무역 긴장 상태 지속 및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증가세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폴란드 그단스크항의 2019년 상반기 물동량은 2,73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b)
-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일반화물의 경우 4.2%, 액체화물 21.5%,
Ro-Ro화물 24.3%, 목재가 41.4% 증가했다.
-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화물 1,130만 톤 중 1,030만 톤이 컨테이너로 운송되고 있으며 발틱해에서
가장 큰 항만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과의 처리물량과 비교하여 약 13만TEU 차이로 점차
간격을 좁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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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는 그단스크항의 항만 물동량 증가에 따라 인프라 개발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항만
개발 투자 집행 가속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 특별법이 마련되어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 및 활성화 되면 향후 그단스크항에서 연간 최대 1억 톤
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스페인의 알헤시라스항과 바르셀로나항의 2019년 상반기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각각
3.4%, 1.8% 증가했다.c) d)
- 알헤시라스항의 경우 액체 및 고체벌크 화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컨테이너
처리량은 같은 기간 8.2% 증가하며 총 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했다.
- 컨테이너의 경우 2019년 상반기 253만 6,000TEU를 기록했으며 그 중 수입이 15만 4,000TEU
(+51.8%), 수출이 18만 2,000TEU(+29.2%), 환적이 220만TEU(+4.7%)를 기록했다.
- 베르셀로나항의 2019년 상반기 물동량은 고체벌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 액체벌크가 831만 2,000톤(+6.1%), 일반화물이 2,330만 5,000톤(+1.3%), 컨테이너가 171만
7,000TEU(+5.2%)를 처리하면서 총 물동량이 증가했다.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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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유럽 관문항 함부르크항 물동량 증가세 기록
■ 독일 최대항만인 함부르크항의 2019년도 상반기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6,940만 톤을 기록했다.a)
- 특히 4.840만 톤을 기록한 일반화물(General Cargo)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며
약진한 반면 벌크물동량 실적은 ’18년 상반기 대비 0.3% 감소한 2,100만 톤을 기록하였다.
- ’19년도 초에 함부르크항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연결하는 4개의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따라 함부르크항의 ’19년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470만TEU를
기록하였다.
- 신규 추가 노선을 포함하여 현재 함부르크항은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의 29개 항만을 기항하는
총 14개의 서비스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 서비스노선의 확대에 따라 함부르크항과 미국과의 ’19년도 상반기 컨테이너 교역량은 28만 3천
TEU을 기록하며 함부르크항의 주요 교역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
- 함부르크항은 2019년 상반기에 미주노선을 포함한 총 11개의 새로운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하며
기항 선사들에게 유럽지역의 허브항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함부르크항은 컨테이너 노선 확대 및 철송물량의 증가로 유럽에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교역하는 허브항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b)
- 함부르크항만은 ’19년 상반기 기준, 유럽의 북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
보다 더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함부르크항만 당국은 이와 같은 물동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컨테이너 환적 및 항만배후단지
관련 서비스 개선을 꼽았다.
- 우선 동기간 함부르크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3,046척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중
18,000TEU 이상의 초대형컨테이너 선박척수는 89척을 기록하였다.
- 또한, 함부르크항의 컨테이너 노선 확대로 ’19년도 상반기 환적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170만TEU를 기록하였다.
- 2019년 상반기 기준 함부르크항에서 항만배후단지로 운송되는 물동량은 290만TEU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였다, 이는 함부르크항이 북유럽 허브 항만으로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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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상반기 함부르크항의 철송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444만 톤으로
철도가 환경 친화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며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였다.
-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중 140만TEU가 함부르크 항만의 철도를 이용하여 배후지역으로 운송
되는데 이점이 함부르크항만이 유럽 내 최대 복합운송항만이라는 근거라고 함부르크항만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 함부르크 항만은 해상운송을 통해 유럽 내 타 지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환적시킬 수 있는
허브 항만이자 유럽과 중국 간 육상물류서비스(철도)를 제공하며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복합물
류운송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 ’19년도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통화 분쟁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해상 무역의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항만의 총 물동량은 약 4%, 컨테이너 물동량은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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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 자국 자금에 의한 최초 심해항 개발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
■ 중국 및 태국의 자본에 의하지 않는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는 첫 심해항 대상지 선정이
내년에 결정될 예정이다.a)
- 미얀마 교통통신부 차관보 우 아웅 예 뚠(U Aung Ye Tun)은 미얀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양곤
심해항 건설은 미얀마 국가 교통 마스터 플랜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트로서
2020년에 최종 대상지 선정 및 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사전 검토 작업이 수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심해항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가 끝난 후에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PPP
(공공-민간파트너십) 모델과 대출을 통한 사업 시행 두가지 대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미얀마 정부는 바모(Bamaw), 만달레이(Mandalay), 파코쿠(Pakokku), 매그웨이
(Magway), 모니와(Monywa), 친드윈강(Chindwin River) 6개 지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Inland
Container Depot]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 1. 미얀마 심해항 개발 계획 대상 지역

출처: http://tentangsegalasesuatu.blogspot.com/2011/11/myanmar-port-to-wipe-outmalaysia.html(2019. 8.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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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기업들과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심해항 개발 계획에 환영 의사를 전했다.
- 전문가들은 교통통신부의 다수지역 항만 개발 계획이 산업계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심해항은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대형선박 이용으로 해상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산업계에
서는 심해항 사업의 조기 시행이 육상 운송 물류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세관 통관 절차 등
물류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 미얀마 항만 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양곤항은 2025년에 400만TEU, 2030년에 700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기존 터미널들의 최대 하역능력이 400만TEU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심해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미얀마를 기항하는 선박의 크기는 베트남이나 중국을 기항하는 선박의 10분의 1정도로 향후 심해항
개발시 미얀마 해상물류 업계와 미얀마를 기항하는 선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미얀마 심해항 건설을 위한 후보지로는 다웨이(Dawei), 짜욱퓨(Kyaukphyu), 파테인
(Pathein), 마우라마인(Mawlamyine) 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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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19&no=569745(2019. 7. 26. 검색)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8. 현재 1만 9천여 개 해외 산업정보 수록)

○ 산업정보 예시

해양

해운·해사

2019년 크루즈산업 트렌드와 친환경 크루즈선박 시장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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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외주", 유럽의 연안경비 정책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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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50년 유가전망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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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물류

일본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상업적 포경 재개 선언

DP World, 2018년에 기술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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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선박 대형화 Cascading Loop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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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항, 30만톤 규모의 VLCC 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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