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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해양쓰레기 재활용 방안 확대

■ 코카콜라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페트병을 생산했다.a) b)
- 코카콜라는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재생 플라스틱 페트병 샘플 300개를 생산했다. 코카콜라는
내년부터는 재활용 용기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 샘플 페트병은 약 25%의 재생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안에서 84회에
걸쳐 실시한 청소활동에서 수거된 것을 활용했다.
-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자사의 모든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25%의 재생 플라스틱 함유량을 50%까지 높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
용을 늘릴 계획이다.
그림 1. 코카콜라 재생 플라스틱 페트병

출처: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LjeH0junlAhWY62EKHeGp
CWMQjRx6BAgBEAQ&url=https%3A%2F%2Fwww.coca-colacompany.com%2Fpress-center%2Fpress
-releases%2Fa-coke-bottle-made-with-plastic-from-the-sea&psig=AOvVaw3TFRQdGkrBDrwfGBQ
9yc1J&ust=1573800779234594(2019. 11.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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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는 이오니카 테코놀로지스와의 기술 혁신 투자와 지역사회 정화 파트너십
체결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a) b)
- 코카콜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 사회 정화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코카콜라는 이오니카 테크놀로지스(Ioniqa Technologies), 인도라마 벤처(Indorama Ventures)
및 마레스 커퓨라레스(Mares Circulares) 등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 이 회사는 플라스틱의 구조 단위를 파악하는 ‘해중합 반응(depolymeriz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페트병을 개발하였다.
- 코카콜라는 추후에 이 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종류의 사용된 플라스틱을 새것처럼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아디다스, 휴렛팩커드(HP) 등의 기업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c)
- 아디다스는 해양환경보호 단체인 ‘Parley for the Oceans’ 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변가
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 HP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그린피스(Greenpeace)는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면피용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양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국내에서도 해양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8년 국내 해양 쓰레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 쓰레기가 육상폐기물과 혼재하여
재활용 분류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박희대 종합정책연구본부 해양수산4.0연구실 전문연구원
(heedae85@kmi.re.kr/051-797-4752)

참고자료

a) https://www.wsj.com/articles/companies-go-to-new-depths-for-ocean-plastic-inrecycling-push-11572875512?mod=djemlogistics_h(2019. 11. 11. 검색)
b) https://www.coca-colacompany.com/press-center/press-releases/a-coke-bottle-made
-with-plastic-from-the-sea(2019. 11. 11. 검색)
c) https://www.plasticsnews.com/news/pilot-project-turns-plastic-marine-waste-cokebottles(2019. 11.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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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색성장 전략 필요
– 스페인 비고시, 청색성장 전략 시행의 시사점 ■ 유럽지역의 작은 도시가 해양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a) d)
- 유럽은 청색성장(Blue Growth) 촉진을 위해 지역차원의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청색성장’은 유럽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2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시행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육성전략으로,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한 축이다.

■ 비고(Vigo)시, 지역단위 해양 전략 수립으로 청색성장 방안 찾는다.c) d)
- 비고(Vigo)시는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갈리시아(Galicia) 자치주의 항구도시로 인구 약 30만 명,
면적은 109.1㎢으로, 우리나라 군산시(인구 약 27만 명, 면적 395.9㎢) 규모의 소도시이다. 비고시는
지역단위 청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 비고항 청색성장 전략(Blue Growth Port of Vigo
2016~2020)을 수립했다.
- 비고시의 비고항 청색성장 전략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6개의 프로젝트와 47개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개의 프로젝트에 총 2억 유로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비고시는 이 전략을 통해 비고항의 시설 및 서비스 등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해양경제를 활성
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해양관련 기관 및 다양한
전문분야가 집합하는 지식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이 사업으로 비고시는 현재까지 모두 750건이 일자리를 만들었다.b)
- 비고항 청색성장 전략에는 혁신 항구(Innovative Port), 녹색 항구(Green Port), 연결 항구
(Connecting Port), 포용 항구(Inclusive Port)의 4가지 목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목표달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혁신 항구 개별 목표는 전략수립 초기에 공공투자사업 비율 40%, 민간투자사업 60%를 예상했으나,
현재 공공투자사업이 85% 정도로 훨씬 우위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15%로 나타나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상보다 공공부문 참여에서 목표의 두 배 이상을 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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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항구 개별 목표는 항구 시설의 에너지소비 감소 25%, 청정자가발전 3%, 온실가스감축 30%를
목표로 했으나, 2019년 11월 현재 항구시설 에너지소비는 10% 증가, 청정자가발전 2% 시행,
온실가스감축 8% 정도로 에너지소비 감소를 제외하고는 목표치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 연결 항구 개별 목표는 절차의 디지털화 30건, 물류 프로세스 개선 10건, 해상교통항로 신설 10건
등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절차의 디지털화는 8건, 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은 1건, 해상교통항로
신설 7건을 달성하였다.
- 포용 항구 개별 목표는 일자리 창출 3,000건, 교육･훈련 1,000명 등 이며,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은
750건, 교육･훈련 인원은 355명 달성하였다.
표 1. 비고항 청색성장 전략 목표
구분
혁신 항구
(Innovative Port)
녹색 항구
(Green Port)

내용
지식이전, 기업가 활동, 연구 활동, 개발 활동 권장
자연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연안･해양 보전

연결 항구
(Connecting Port)

해상교통기반시설 구축, 해양산업 활성화,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항구의
서비스 연계

포용 항구
(Inclusive Port)

일자리 창출, 전문기술 향상 및 사회혁신 장려

출처: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676bbd4a-7dd9-11e9-9f05-01aa75ed71a1/
language-en/format-PDF/source-108656191(2019. 11. 5.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그림 1. 비고항 청색성장전략 예상지표 및 목표달성 정도

출처: http://www.wiki-brest.net/index.php/Pays_de_Brest.(2019. 11.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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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차원의 청색성장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
- 유럽지역에서 청색성장 전략의 이행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도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실질적 청색성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
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청색전략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청색성장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21년까지 각 해역별 해양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도 2021년까지 회원국의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 수립을 의무화했고, MSP가 청색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MSP가 효과적으로 청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책은
물론 행정조치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지역마다 다르며, 해양경제 활동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지역 특성과 해양경제 활동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지역의 청색성장 전략을 잘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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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676bbd4a-7dd9-11e9-9f05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108656191(2019. 11. 5. 검색)
b) http://www.wiki-brest.net/index.php/Pays_de_Brest(2019. 11. 5. 검색)
c) http://bluegrowthvigo.eu/en.(2019. 11. 5. 검색)
d)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79299d10-8a35-11e8
-ac6a-01aa75ed71a1.(2019. 11.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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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노르웨이 북극해 석유탐사 중단 소송 항소

■ 국제환경단체들이 북극해 석유 탐사를 막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a)
- 북유럽 그린피스와 노르웨이의 ‘Nature and Youth’ 등 국제환경단체는 11월 5일 노르웨이 정부가
석유 회사들이 북극해에서 석유 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노르웨이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20년 만에 북극해 미a)탐사 지역의 석유 탐사권을 신규 허가하는 등 북극해
석유 탐사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환경단체들은 북극 석유 시추를 막기 위해 2016년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해 패소했다.
-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 건강한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는 헌법 112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1)

■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탐사 허용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환경, 기후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a) b)
-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생산한 석유와 가스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자국령 북해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판매 수입을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한 바 있다.
- 노르웨이는 2030년 탄소중립국 실현, 2020년부터 자가용 차량 도심 운행 전면 금지 선언 등 과감한
친환경 청사진을 잇달아 내놓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기업에 국부펀드
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노르웨이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조치들은 아이러닉하게도 북해유전개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의 석유생산을 늘리기로 했으며, 새로운 유전 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 이상 증가하였다.
- 석유개발로 번 돈으로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노르웨이의 패러독스, 비판과 찬사를 모두 받고
있는 노르웨이의 지구온난화를 위한 노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1) 노르웨이는 기후정상회의 주최국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파리기후협정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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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nov/05/campaigners-try-again-stop
-norway-drilling-oil-arctic(2019. 11. 7. 검색)
b) https://www.nytimes.com/2017/06/17/world/europe/norway-climate-oil.html(2019. 11.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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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시아 견제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실패

■ 남극해 동쪽지역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이 8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a) b) c)
- 올해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 38차 남극 해양보존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호주 정부가 불법조업
근절과 바닷새 사망률 급감을 근거로 동남극 해역의 해양보호 구역 지정을 촉구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8년 연속 실패하였다.
- 호주･프랑스･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1년 남극해 7개 구역에 대략 190만 평방킬로미
터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2014년에 해양보호구역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몇몇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면적을 약
1백만 평방미터로 축소하여 신청하였지만 그마저도 기각되었다.

그림 1. 남극해 MPA 현황

출처: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fact-sheets/2017/04/anetwork-of-marine-protected-areas-in-the-southern-ocean(2019. 11. 13. 검색)

10 |

- 2018년에도 3개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서를 각각 신청하였다. 예년과 같이 호주･프랑스와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이 공동으로 동남극 남극해 지역에 해양보호 구역을 제안하였다. 독일과 유럽
연합이 공동으로 웨델 해역(Weddell Sea)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공동으로 남극 반도(Antarctic
Peninsula) 서부 해역에 각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하나도 통과 되지 못하였다.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국가 간 합의도출이 어려우나 생태환경을 위해 필요하다.d) e) f)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해양지역을 본래 자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또한, 과학연구를 기반으로 명확한
목적이 포함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실제로 2009년 영국이 사우스 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 남부 해역에 대해 해양보호
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통과되었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로스 해역(Ross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2012년에 처음으로 신청하였지만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그 후 4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2016년에 로스해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남극해 해양보호 구역 지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2. 해양보호구역과 수산자원의 상관관계 도식

출처: https://sharkresearch.rsmas.miami.edu/fishermen-views-on-marine-protectedareas/(2019. 11.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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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은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산자원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점도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주변으로 수산자원이
증가하고, 확산되는 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양보호구역을 수산자원 생산
거점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조업 방법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이경호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참고자료

a) http://www.antarctica.gov.au/news/2014/revised-east-antarctic-marine-protected
-area-proposal(2019. 11. 12. 검색)
b) https://www.asoc.org/explore/latest-news/1840-ccamlr-fails-to-protect-southernocean(2019. 11. 12. 검색)
c) http://www.antarctica.gov.au/news/2019/nations-meet-in-hobart-to-conserve-sout
hern-ocean(2019. 11. 12. 검색)
d) https://www.iucn.org/theme/marine-and-polar/our-work/polar-activities(2019. 11.
11. 검색)
e)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방안(2016, 육근형 외)
f) https://www.ccamlr.org/en/science/marine-protected-areas-mpas(2019. 10.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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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해양수산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1)과 해양환경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a) b) c)
-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해양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IUCN과 ‘연안･해양
생태계 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내년 초
IUCN에 가입하고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양해각서는 ‘연안･해양생물 보전 관련 협력’과 ‘연안･해양환경 보전 관련 관리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해양공간계획 관련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관리자급의 연례
회의 개최 및 실무협의단 운영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IUCN이 보유한 국제네트워크 활용과 이를 통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서남해안 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중심으로 황해와 서해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련국가 간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의 IUCN의 현지 실사가 완료되
었다.d) e)
-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4곳이다. 신청 지역의 면적은 12만9346ha로 모두
해수부에 의해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현지 실사는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 IUCN 자문위원과 소날리 고쉬(Sonali Ghosh)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이 7일 동안 갯벌 4곳을 방문해 현지에서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당 갯벌 보호 및 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했다.
- IUCN은 이번 실사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 제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해양
지역의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개소로 2007년 7월 2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IUCN은 현재 170여 개 국가의 1,3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국가회원), 문화재청,
산림청, 제주도, 국립공원공단(정부기관회원) 등 16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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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잇따라 지정되어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획득했다. 유네스코는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고,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 등이
잘 보존되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미래 세대에 전달할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보호와 관리를 위해 당사국은
지정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된다.

그림 1. 갯벌 현지 실사 중인 IUCN 관계자

출처: 한겨레 보도자료(2019. 10. 8. 검색)

■ 제주도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f)
- IUCN은 람사르 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복합 지정된 국제보
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해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전문가들은 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유네스코 및 유엔 의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센터 기능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고, 일회적인 워크숍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미래 세대의 관리자, 과학자, 행정가 등을 위해 통합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도경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dklee@kmi.re.kr/051-79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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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활용한 해양탄소 모니터링 기술 주목해야

■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해양 탄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a) b)
-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는 식량, 에너지, 여가 서비스
제공 등 인류의 생존과 문화생활 영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대기환경 측면에서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원(Carbon Sink)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로 지난 35년간 바다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 산성화
수준이 높아져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 따라서, 해양환경 상태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해양 탄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1. 해양 탄소 순환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Oceanic_carbon_cycle(2019. 11. 17. 검색)

16 |

■ 위성, 저고도 원격탐사 등 최첨단 기술이 해양 탄소 모니터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a) b)
- 엑서터(Exeter)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위성 관측과 원격제어 등의 최첨단 기술이 해양 탄소
모니터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해수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위성 관측,
선박을 활용한 측정, 화학적 동역학 지식을 활용하면 해수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팀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량이 기존
추정치보다 18~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해수면 근처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1pp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진 원격 센서를 활용하면 해수면과 인접한 대류권 하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바다 내 순환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순환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과 위성 관측을 접목시키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열, 이산화탄소,
영양염류 이동을 관찰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연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syh@kmi.re.kr/051-79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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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풍력발전, 이해관계자 협의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 핵심 이슈의 하나가 해상풍력발전이다.a)
- 기후변화와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40년
세계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현재 대비 15배 증가한 180GW, 누적 투자액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가 이끄는 세계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30%씩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20년 안에 풍력이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2018년에 해상풍력발전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성장세가 매우 높다.
-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요 증가로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앞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해상풍력 강국 덴마크, 원스톱 숍 제도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했다.b) c)
-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소통이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원스톱 숍(One-Stop Shop)’ 제도를 운영한다.
- 원스톱 숍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에 따라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DEA)이 담당하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발전사업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주민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담당부서, 에너지
담당부서,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며, 의사결정 단계에서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따라서 원스톱 샵 제도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업무의 효율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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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스톱 숍 제도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출처: DEA (2018) One Stop Shop: Single access point for tendering offshore wind
projects in Denmark; 풍력 워크숍 자료 수정(2019. 11. 13. 검색)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조직이 필요하다.c) d) e) f) g)
- 우리나라는 최초의 상업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제주를 비롯해 울산, 부산, 목포, 태안 등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수용성 확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관장하는 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등 20여 가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발전 단지를 조성할 때 핵심 사항
이다.
-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제도는 공간특성평가와 적합성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
력발전단지 예정지를 평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 간 협의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 법제도에 적합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협의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민경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실 연구원
(mk.chae@kmi.re.kr/051-79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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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보호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

■ 한 마리의 고래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의 가치를 갖는다.a) b) c)
- 기후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면 숲을 조림하는 것보다 고래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IMF가 12월에 발간할 예정인 「재정과 개발(Finance & Development
Magazine)」의 논문에 따르면, 큰 고래 한 마리는 ‘동물계의 탄소포집 거인’으로 부를 수 있다.
- 수세기 동안 큰 고래 한 마리가 해저 면에 사체로 가라앉기 전까지 연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반면에 나무 한 그루는 연간 48 파운드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그림 1. (좌) 향유고래 (우) 혹등고래

출처: (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1-20/one-whale-is-worth-thousands-of-trees-inhelping-save-the-planet(2019. 11. 20. 검색)
(우) https://revolution-green.com/one-whale-worth-thousands-trees-climate-fight-new-report-says/
(2019. 11. 23. 검색)

- IMF 역량강화 연구소(IMF’s 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의 Thomas Cosimano and
Connel Fullenkamp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몇 년간 130만 마리로 감소한
고래의 개체수 복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2017년에 IMF 역량강화 연구소의 Chami 부국장이 Blue Whale 연구선에 승선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고래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즉, Great Whale
Conservancy 집행국장은 살아있는 ‘고래의 탄소(Whale Carb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고래는 주식인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9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한 마리의 고래는
3만 그루의 나무가 저장하는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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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문가들은 고래 보호의 경제적 가치는 국제시회의 기후변화 최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고래의 역할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완화하고 구축하는데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에 190개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 고래 개체수는 약 4~5백만 마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a) b)
- 고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산을 지원하는데, 식물플랑크톤은 지구 대기에 있는 모든 산소의
50% 이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 또는 4개의 아마존 밀림이 포집하는
만큼의 탄소를 포집한다.
- 논문의 저자들은 식물 플랑크톤 생산력을 1% 증가시키는 것은 1억 그루의 성목(成木)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고래 한 마리는 수산업 증진과 생태관광에 기여하는
다른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2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 이에 연구자들은 고래의 개체수를 4~5백만 마리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래는 연간 이산화탄소 17억 톤을 포집할 수 있는데 이는 연간 1인당 약 1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
- 국제재정연구소(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는 개별 국가의 행동에 대한 조언과 모니터링,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대표적인 해양포유류인 고래는 멸종위기 동물인 동시에 과학적 포경과 상업적 포경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이견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고래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박수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연구위원
(forest21@kmi.re.kr/051-79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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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선박 부착 오래 유해수중생물 규제 강화
■ 유해수중생물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평형수와 선체 부착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다.a) b)
- 유해수중생물(Invasive Aquatic Species)은 주로 선박의 평형수(Ballast Water)와 선체 부착
(fouling)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유입되고 있다.
- 선박평형수는 세계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주도로 2004년에 「선박
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이 체결되고, 2017년에 발효됨으로써 통제･관리되고 있다.
- 하지만 선박 부착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뉴질랜드,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 같이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정되어 있을 뿐 국제협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IMO는 2011년에 결의안(resolution MEPC.207(62))을 통하여 「유해수중생물의 이동을 감소하기 위한
선박 부착생물의 통제와 관리에 관한 지침(The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을 마련하고 있음.

그림 1. 선박 부착을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출처: http://www.imo.org/en/OurWork/Environment/Biofouling/Pages/default.aspx(2019. 11. 1. 검색)

■ 해양생물의 선체 부착은 유해수중생물을 이동시켜 세계 여러 나라의 연안과 해양의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c) d) e)
- 선체 부착은 유해수중생물을 이동시키는 기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최근 국제 해상교통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전 세계의 연안･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해수중생물은 70~80%가 선박 부착을 통하여 유입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23

- 특히 발트해의 경우 반폐쇄성 지형, 적은 생물종수 등과 같이 외래종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선박 부착생물에 의해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발트해 해양환경보호 위원회(HELCOM)는 발트해 실천계획(Baltic Sea Action Plan, BSAP)
에서 외래종 침입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선박 부착생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국제사회는 글로파울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선박 부착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f) g) h)
- 국제사회는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MO가 공동으로 글로파울링 파트너십(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 글로파울링 파트너십은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 유해한 수생종이 이동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브라질, 에콰도르, 피지, 필리핀, 요르단, 페루 등 12개의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개발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19년 8월에 부착생물 및 외래종 전문가들이 모여 부착생물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 T/F 구성을 처음으로 의논하였다.
※ 위 T/F에서는 부착생물과 외래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IMO 선박 부착생물 관리 가이드 라인을 이행
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실행 계획안을 작성하는 한편, 외래종 현황 평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 확인, 경제적
영향 분석, 법적 프레임워크 결정을 위하여 국가보고서(national baseline reports)를 개발할 예정임.

- 호주는 2019년 10월에 글로파울링 파트너십 주도로 선박 부착생물 관리에 관한 연구 개발 포럼
및 전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부착생물 관련 연구는 물론 규제와 기술의 최근 발전 동향을
논의하였다.

그림 2. 호주에서 개최된 제1차 선박 부착생물 관리 R&D 포럼 및 전시 회의 포스터

출처: https://www.imarest.org/events/category/categories/imarest-supported-event/4th-anzpac-workshop
-on-biofouling-management-1st-glofouling-r-d-forum(2019. 11.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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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부착 외래 생물종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i) j) k)
-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 유입을 규제하고 있으나,
선박 부착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선박 부착생물 관리와 가장 밀접한 「해양환경관리법」은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방오시스템 검사
등을 규정하여 유기주석화합물(ex.TBT)과 중금속 소재 방오도료 사용의 규제･관리에 한정되어 있다.
- 그 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해양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체 부착을 통해 유입하는 유해수중생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국제사회가 글로파울링 파트너십 주도로 선박 부착생물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해양부착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할 시점이다.

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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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

■ 국제통화기금(IMF), 기후변화는 전 세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a) b)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Kristalina Georgieva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를 IMF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
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환경 위기요인을 경제분석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IMF는 최근 기후리스크 비용을 시장가치로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나 플로리다와 같이 ‘기후위험지역’에서 판매된 주택담보증권 가치의 하락 위험 등을 시장
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IMF는 2100년까지 기온이 섭씨 1℃ 상승할 경우
온대지역인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제조업과 농업에 특화된 낙후지역에서 노동생산성이
2~3%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1. IMF가 예상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7/12/picture.htm(2019. 11.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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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은 3% 감소될 수 있다.c) d)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은 3%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국제적 정치･경제 분석기관으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Economist Group의 계열사이다.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와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산업 환경과 국가 정보에 대한 공식적 분석과 중장기적 예측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지역은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평균온도 상승이 높고 경제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데, 향후 30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1%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박수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연구위원
(forest21@kmi.re.kr/051-79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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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 성과’ 보고서 발표

■ 미 국무부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 이행 상황을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 성과’ 보고서를 내놓았다.a) b)
- 2019년 11월 4일, 미 국무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 성과(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재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 이는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의 뒤를 잇는 것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 정부의 2번째 공식적인 견해다.
- 참고로 미 국방부는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인
(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목표라는 점을 강조
했다.

■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경제협력, 거버넌스, 안보 보장,
인적자원 투자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c)
- 이번에 미 국무부가 발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공유 비전 성과’ 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은 ‘하나의 공유된 비전(A Shared Vision)’이라는 제목의 서론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 이 지역과 미국 간 교류 및 협력의 역사, ‘인도-태평양 비전’의 목표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 제2장은 ‘파트너 및 지역 기구의 연계(Engaging Partners and Regional Institutions)’라는 제목의
본론 1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다자간 개입과 양자 간 파트너십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제3장은 ‘경제 번영의 증진(Enhancing Economic Prosperity)’이라는 제목의 본론 2로, 우선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장 접근성을 향상하고 자국 회사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인맥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증진시키기 원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장은 역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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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은 ‘굿 거버넌스 모델 개발(Championing Good Governance)’이라는 제목의 본론 3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실제와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 제5장은 ‘평화와 안보 보장(Ensuring Peace and Security)’이라는 제목의 본론 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초점이 초국적 범죄 대처, 해양 영토 보호, 그리고 환경 안보 해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제6장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Human Capital)’라는 제목의 본론 5로, 미 정부와
사기업들이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회사들의 혁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한, 같은 장은 미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면서, 미 정부가 특히 이 지역의 영어 능력 향상을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투자로 보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장은 미 정부가 보건과 기초 교육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7장은 ‘결론(Conclusion)’으로, 미 정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조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한편, 제5장의 ‘해양 영토 보호’ 파트에서는 역내 해양에 대한 미국의 관점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정부의 역내 투자 현황을 제시했다.c)
- 우선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조하여 항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 다음으로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소송 당사국들이 상호 위협
없이 국제법에 부합하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미국의 희망사항을 담았다.
-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 정부의 투자
현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는 11억 달러를 투자했다. 둘째, 국방부의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와 파트너 국가의 해양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Section 333’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다국적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사용됐다는 설명이 부연됐다.

신수환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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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와 최근 동향

■ IUU 어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a)
- IUU 어업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어획 능력 급증과 남획으로 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7년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CCAMLR) 싱임위원회 의제에 등장한 용어이다. 불법
(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를 의미하며 초기에는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
었으나, 최근에는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노예 노동 등)과 관련한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IUU 어업을 행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우선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Yellow Card)을 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Red Card) 하여 수입을 제한한다.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한해서는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Green Card)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 현재 IUU 어업과 관련하여 EU는 총 25개국을 대상(2012년 1월 ~ 2019년 1월)으로 경고 및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요구를 하는 등 많은 국가가 IUU 어업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EU의 IUU 어업 관련 카드 결정 조치(2012년 1월~2019년 1월)

출처: https://www.euronews.com/2019/02/08/eu-gives-thailand-s-reformed-fishing-industry-agreen-card(2019. 2.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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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된 태국, IUU 어업관련 다시 주목 받고 있다.b)
- 태국은 2015년 EU로부터 노예노동의 이유로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으로부터 IUU 어업 관련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은 여전히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태국산 제품에
한해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미국의 조치로 태국의 미화 13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산물도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태국 최대 참치 수출업체인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자국의 참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다.

■ 베트남,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c)
- 베트남은 2017년 EU로부터 남획과 관련하여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되었다. 이후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11월 EU는 베트남에 대해 IUU 어업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베트남은
이를 채택하여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10월 에콰도르,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되었다.d) e) f)
- 에콰도르는 2019년 10월 30일, EU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되었다. 주요 사안은 불법어업
이며, 어획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표준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에콰도르는 주요 참치 원료를 공급하는 국가로,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참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에콰도르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 위성을 활용한 어선위치 정보 제공 등 어업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a) b) c) d) e) f)
-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국이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해 ‘관세를 변동’
하거나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을 높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 이러한 가운데,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이슈 역시 향후 해당국으로의 진출에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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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미국의 IUU 어업 관련 조치와 관련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 태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성’ 이슈는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기욱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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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수산물 공급 사슬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 수산물 위변조(Seafood fraud)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a)
-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추적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위변조
(Seafood fraud)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 위변조는 판매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 혹은 수산물 수산식품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산물 위변조는 잘못된 라벨링을 포함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거쳐서 수출하는 행위
까지 수산물과 관련된 광범위한 위변조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라벨을 바꾸지 않고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경우, 라벨에 명시된 것보다 실제 양이 더 적은 경우, 무게를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얼음을 넣은 경우 등이 있다.
- 유럽연합위원회의 식품위변조 네트워크(European Commission’s Food Fraud Network)의 참치
사례를 살펴보면, 통조림의 경우 아질산염(Nitrites)을 주입하거나 아질산염 용액에 담가 신선하게
보이도록 화학처리를 한다. 이 때 사용된 아질산염은 유해물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또한, 유럽 당국에 따르면 참치 위변조를 통해 판매된 수익이 매년 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위변조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의 참치 사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산물 위변조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의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다.

■ 수산물 공급 사슬은 식품 위변조에 더욱 취약하다.a) b)
- 유럽연합위원회의 식품위변조 네트워크에서 제공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공급 사슬
(seafood supply chain)이 식품 위변조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다른 식품보다도
더 복잡한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어 추적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수산물은 남획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많으며 공급 및 유통과정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 미국의 경우 소비되는 수산물의 84%가 수입산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중에 2%만이 FDA 검역을 거친다. 수산물･수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지만 소비자들은 출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정보가 제공된다하더라도 잘못되었거나 거짓된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연어, 대서양 대구, 적돔은 품종을 둔갑하기 위해 잘못된 라벨링이 부착된 경우가 약
25~7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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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위변조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물 공급 사슬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c)
- 로씨푸드(Raw Seafoods) 마케팅 부사장은 추적성과 투명성의 부족 및 식품 위변조의 높은 발생
률로 인해 수산물이 대중의 신뢰를 점점 잃고 있으며 수산물 구매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수산물 안전 및 출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수산물 공급
사슬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로시푸드(Raw Seafoods)는 IBM에 수산물
공급 사슬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을 의뢰했으며, 미국 대서양 가리비 조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 IBM 블록체인 플랫폼인 IBM 푸드 트러스트(Food Trust)를 통해 가리비 어획량에 대한 정보를
로시푸드(Raw Seafoods)에 업로드한다. 이 정보는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마트나 식당까지
가리비 공급망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게 자동으로 공유된다. 또한, QR코드를 제공하여 소매점이나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리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남서부에서 큰 수산물 유통 업체인 산타모니카 수산물(Santa Monica Seafoods)이 가장 먼저
참여했다. 또한, 산타모니카 수산물 시장 및 카페(Santa Monica Seafoods Market & Cafes),
탭스피쉬하우스(TAPS Fish House & Brewery)등의 식당은 최초로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한
가리비를 제공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수산물 위변조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자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복잡한 공급 사슬로 인해 원산지나 공급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은 큰 도약이라 할 수 있다. IBM의 추적기술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공급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위변조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성, 추적 가능성, 투명성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시, 포장과 라벨링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한나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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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새우, 해양의 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블루 카본(Blue Carbon)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c)
- 블루 카본은 연안과 해양 생태계(coastal and marine ecosystems)에 의해 저장된 탄소를 의미
한다.
- 특히, 맹그로브, 갯벌 습지 및 해초 등과 같은 연안 생태계는 산림보다 단위 면적당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양의 탄소 흡수에 있어서 남극의 크릴새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 b)
- 남극의 크릴새우(krill)는 남태평양의 고래, 바다표범, 펭귄 등의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Imperial College London) 소속인 엠마 캐번(Emma Cavan)과 그의
연구팀은 크릴새우가 남태평양의 먹이사슬의 기반이 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해양의 탄소 흡수원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 이들 연구팀에 의하면 크릴새우는 매년 지구 대기로부터 최대 120억 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크릴새우

출처: https://phys.org/news/2019-10-antarctic-krill-fertilize-oceans-carbon.html(2019.
11.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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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새우의 배설물은 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 b)
- 엠마 캐번의 연구진에 따르면, 크릴새우의 배설물은 탄소가 풍부한 펠릿(carbon-rich pellets)의
형태로 깊은 바다로 빠르게 가라앉아 수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이는 크릴새우의 배설물이 대기의 탄소를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2. 생물지구화학적 순환(biogeochemical cycles)에서 크릴새우의 역할

출처: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5195&ndb=1(2019. 11. 13.
검색)

- 특히, 어린 크릴새우(young krill)는 성체(adult krill)에 비해 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그
배설물(방출된 펠릿)이 해류에 의해 해양의 표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심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엠마 캐번의 연구팀은 크릴새우 어업 활동이 바다 유빙(sea-ice)
인근의 어린 크릴새우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태진 종합정책연구본부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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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어류의 복지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 도래

■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a)
- 어류는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인디펜
던트, 가디언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어류는 포유류와 같은 오피오이드(신체의 선천적
진통제)를 생산하며 부상 중 뇌 활동은 육상 척추동물의 뇌 활동과 유사하다.
- 하지만 어류의 지각과 고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어류의 복지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회적 인식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 매년 약 1조 마리의 어류를 질식으로 죽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어류를 도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무관심하다. 어류는 관리에 있어서 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축에 있어서도 지구상에서 법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이
되었다.
- 어류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치부되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같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질식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 연어 손질 장면

출처: https://sentientmedia.org/we-now-know-fish-feel-pain-why-continueharming-them-in-the-billions/(2019. 11.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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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의 연어 70만 마리 폐사는 대표적인 어류 복지 실패 사례다.b)
- 스코틀랜드에서 30억 파운드 규모의 다국적 양식기업인 바그 다일 난 첸(Bagh Dail nan Ceann)
에서 3개월 동안 70만 마리의 연어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의 어류 건강 검사원
(Fish Health Inspectorate), 영국 정부의 동식물 건강 관리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및 스코틀랜드의 동물학대 방지 협회(Scottish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등은 이 사례를 공식적인 동물복지 실패의 사례로 보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업계에서는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온으로 인한 폐사가 늘었다고 주장했으나, 사료를
통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과 양식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의 동식물 건강 관리국(APHA)에 따르면 추가적인 공기 주입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림 2. 연어 양식장의 폐사

출처: https://theferret.scot/mowi-fish-farming-deaths/(2019. 11. 12. 검색)

■ 스코틀랜드에서는 연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류 복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c)
- 스코틀랜드의 동물 자선 단체인 원카인드(OneKind)는 양식장의 어류 복지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장별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에는 5가지의 기준을 사용하는데 질병, 기생충, 스트
레스, 다른 기타 이유로 인한 폐사량이다.
- 마지막 한 가지는 어체중이 기준 이상일 경우다. 어체중이 허용범위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두리내
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 및 질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어류 복지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과 만약 질병이 발생할
경우 책임 있고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어류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어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민규 수산정책사업본부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mggo@kmi.re.kr/051-797-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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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게 자원 감소로 생산 부진 우려

■ 일본, 대게 조업은 시작되었지만 생산량 감소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a) b) d)
-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중 하나인 대게 조업이 2019년 11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겨울의 맛으로 불리는 대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일본 동쪽 해역의 어항들은 대게 양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일본 해역의 대게 자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첫날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kg 이상의 대게는 1,000마리 중 1마리밖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대게 이외에도 털게는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30% 정도 감소하여 홋카이도에서는 털게 축제를
취소하는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림 1. 신 미나토 어항의 대게 경매 모습

출처: https://www.hokurikushinkansen-navi.jp/pc/news/article.php?id=NEWS0000022093
(2019. 11. 12 검색)

■ 현재 일본 내 대게는 매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a) b)
- 현재 일본의 대게 경락가격은 대폭 상승하여 1마리에 2만 8,000엔 수준이다. 가장 비싼 대게는
1마리에 6만 5,000엔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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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올해의 대게 가격이 2018년에 비해 높고,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대게 자원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 d)
- 일본 해역의 수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일본해구 수산연구소의 2018년 대게 자원량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역 대게의 자원량은 2018년 약 2만 2천 톤에서 2021년 약 1만 2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자원량 감소로 인해 어획량이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동 연구에서 대게는 일반적으로 부화하고 성장하여 어획하는데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개체 자체가 매우 적어 2020년에는 20% 정도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어협에서는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조업횟수 감소, 조업기간 단축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연계한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현 수산정책사업본부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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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 영양정보 표시 라벨 규정에 유예기간 부여

■ 미국 식품의약국(FDA), 새로운 식품 영양정보 표시 라벨(Nutrition Fact Label) 규정
시행일에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a) b)
- FDA가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6개월 후로 또 다시 연기했다. FDA는 지난 2016년
5월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개정을 발표하고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18년 7월 26일,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 2019년 7월 26일로
시행일을 발표했었다.
- 하지만 2018년 5월, 제조업체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고,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연장한 바 있다.
- 그러나 여러 제조사 및 관련 단체들이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결과, 최근 FDA는 내년 상반기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미국 식음료 안전 연합, FDA에 라벨 규정 시행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다.a) b)
- 총 13개의 산업 단체로 이루어진 식음료 안전 연합(The Food & Beverage Issue Alliance)은
지난 9월 30일 FDA에 서신을 보내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제조업체의 규정
시행일(2020년 1월 1일)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① 모든 표기법을 재정비할 경우 여러 협력 업체의 협업이 필수적이기에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② 1월 1일부로 사용되지 않을 기존의 표기 목록을 폐기하는 데에는 비용과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며, ③ 기존의 영양 성분 표기 규정에 따른 표기법을 당분간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들은 서신에서 “각 회원사들은 새로운 영양정보 표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많은 회원사들이 상당수의 제품 라벨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새로운
라벨을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의 시행일에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라벨이 준비되었더라도 기존 라벨이 부착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할 경우 비용, 환경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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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음료 안전 연합은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정 준수
기한(2021년 1월 1일)도 유사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새로운 식품 영양정보 표시 라벨 규정에는 여러 변경사항이 담겨있다.c)
- 최근 미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비만 인구가 20% 이상이며,
2010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될 식품 영양성분표시 라벨에는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 즉 새로운 라벨에서는 칼로리 표시가 매우 크게 되어 있고, 또한, 기존 라벨에서보다 1인분의 양이
더 현실적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심장병, 당뇨병 등 광범위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첨가당(added sugars)의 하루 권장 최대 섭취량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對미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산물 제조･수출업체들은 라벨링 규정의 변경사항과 시행
일을 잘 숙지해야 한다.c)
- 지난 2018년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시행일이 연기되었고, 이번에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쉬(Hershey), 캠벨수프(Campbell’s Soup), 몬데리즈
(Mondelez) 등 미국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대해 새로운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여 이미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수산 업체들도 새롭게 변경된 라벨링 규정과 연장된 준수기한을
숙지하고 필히 준수해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혜진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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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소 트림 억제효과를 통해 메탄 배출 저감
■ 미국에서 해조류를 이용해 가축의 메탄 배출을 저감하는 시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a)
- 소의 트림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가축 생산은 운송 산업과 거의 같은 7기가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온실 가스를 방출하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한다.
- 그 중 약 40%가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생산된다. 사육되는 소, 염소, 양은 소화과정에서 트림을
하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온실 가스 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메탄을 방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메인 주와 뉴잉글랜드에서는 소 사료에 해조류를 첨가하여
소의 소화관을 진정시키는 성분 혼합물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소량의 해조류를 동물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소의 소화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
냈다.a)
- 부스베이와 버몬트 대학(Boothbay and the University of Vermont)의 비글로우(Bigelow) 해양
과학 연구소에서는 소들이 음식을 소화할 때 메탄을 덜 생산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해조류 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이들은 모의 소 소화 시스템을 활용해 가장 적합한 유형의 해조류를 식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살아있는 소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해조류 품종을 선별하는 연구를 준비 중이다.
- 일부 야생 해조류 종은 이미 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동물 건강에 맞춰져
있다. 소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해조류 첨가제는 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또한,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통해 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첨가
물의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다.

■ 원료 공급원은 해조류 재배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a)
- 연구진은 해조류 첨가 사료의 원료를 메인 주의 토종 해조류에 맞추고 있다. 자연산 해조류의 실험도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식 해조류가 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 양식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양식업체와 메탄 저감식 보조식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소 농부들은 탄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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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조류를 재배하면 사료 제조에 필요한 품종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산
채취보다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메탄 생산량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a) b)
-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 축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면 매년 약
2기가 톤 정도만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조류의 대량 생산이 기후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조류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산업이 미국의 온실 가스 생산의 겨우 5%
정도만 기여한다고 한다.
- 대다수는 운송과 에너지 분야로, 해조류를 첨가하더라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분야들이다. 게다가
해조류에서 트림을 일으키는 화합물은 열과 빛에 민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 세계적으로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연간 해조류 생산은 170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금액은 8,680억 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액의 10%에 불과하여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병의 대체원료, 의약품,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의 연구와 같이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법이 제시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세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아직까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필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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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수산물･수산식품 시장의 변화
■ 첨단기술 발달로 인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a)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첨단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스며들어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첨단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주변의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키오스크(Kiosk)를 들 수 있다. 키오스크는 멀티미디어 PC 형태로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단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구매･발권･등록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무인･자동화를 실현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b) c) d) e)
- 최근에는 고객과 점원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무인점포’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무인점포란 말 그대로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를 말하는 것으로, 첨단기술 적용으로 셀프계산
또는 자동계산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무인점포는 2016년 12월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연 아마존 고(Amazon
Go)가 있다. 아마존 고의 경우 인공지능, 모바일 지불 시스템, 위치 추적 시스템, 사물인터넷,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 첨단기술이 집약돼 있다. 아마존 고의 특이한 점으
로는 일반 무인점포의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무인점포에
서는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하는 단계인 셀프계산대가 존재하여 일일이 구매한 제품의 바코드를
찍고 이를 결제해야하는 단계가 있지만, 아마존 고에 적용된 기술의 모토는 ‘그냥 나가라(Just
Walk Out)’로, 소비자가 고른 제품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루어
지는 기술이 구현되어 있다.
- 아마존 고 매장 입구에는 바코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어 무인점포 방문객이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고 앱을 실행하고 본 계정의 QR코드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개찰구 문이 열리면서 입장을 할 수
있다. 그 후 자유롭게 구매할 제품을 살펴보면 되는데 매장 곳곳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 들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하고 가상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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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고 매장 내 비치된 카메라가 소비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갔을 때에는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아마존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빅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유럽에서도 미국의 아마존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
프랑프리를 거느린 프랑스 유통업체 카지노그룹도 이에 질세라 지난해 10월 무인매장인 ‘르 카지노
4’를 선보였다. 이는 아마존이 2016년 선보인 무인점포 아마존 고를 2021년까지 3,000개로 늘
리겠다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 위치한 ‘르 카지노 4’는 3개 층에
걸쳐 와인,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편의점 문화가
없는 프랑스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 프랑스 카지노그룹의 라이벌인 까르푸 역시 지난해 5월 중국의 텐센트와 협력하여 상하이에 무인
점포를 여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무인점포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첨단기술의 발달과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무인점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정맥 결제부터 얼굴 인식에 이어 상품에 대한 별도의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아마존 고’ 형태의 무인점포까지 등장했다.

■ 무인점포의 확산, 수산물･수산식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f)
- 이처럼 세계적으로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수산물･수산식품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1인 가구 확대,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 등으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인점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포장,
소용량, 장기보존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유통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한 예로 싱가포르에 설치된 연어 ATM 기기를 들 수 있다. 연어 ATM은 영하 20도로 진공포장된
연어 제품을 냉동상태로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수산물 자동화기기는
대형유통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수산물, 수산식품 구색이 갖춰지지 않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유도할 만한 큰 장점이 없다는 점과 제품 신선도에 대한 정보 부재가 미흡한 점으로 남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무인점포의 증가 추세는 원물 내지 저차
가공품 중심이던 수산물･수산식품이 고차 가공품 수요증가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그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유통채널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 증가한다는 맥락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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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수산물･수산식품도 비켜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고차
가공품 개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진행되는 기술 발달 등에 대해 업계와 관계기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양이석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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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크루즈 성장세 주춤 ･･･ 전략적 조정단계에 처해
■ 지난 10월 상하이 공정기술대학교, 상하이 국제크루즈경제연구센터 등이 발표한 ｢중국
크루즈산업 발전 보고(2019)｣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크루즈 기항 횟수 및 출입국
관광객 수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a)
- ｢중국 크루즈산업 발전 보고(2019)｣(이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연해지역 13개 크루즈항
(13개 터미널)의 크루즈 기항 횟수는 총 976회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으며, 출입국 관광객
수는 488.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976회 중에서 모항 운항 횟수가 898회로 대부
분이었으며, 이 모항 운항 횟수도 전년 대비 15.84% 감소한 수치이다.
표 1. 2018년 중국 크루즈항 크루즈 기항 수 및 관광객 현황
No.

크루즈항

크루즈
기항 수

전년 대비
증가율

출입국
관광객 수

전년 대비
증가율

1

상하이 우송커우크루즈항(上海吴淞口国际邮轮港)

375

-19.53

271.56

-6.84

2

톈진 국제크루즈모항(天津国际邮轮母港)

116

-33.71

68.30

-27.49

3

광저우 국제크루즈모항(广州国际邮轮母港)

94

-22.95

48.12

20.00

4

선전 자오상셔커우
크루즈모항(深圳招商蛇口邮轮母港)

89

-18.35

36.46

92.91

5

샤먼 국제크루즈중심(厦门国际邮轮中心)

96

24.68

32.48

100.74

6

칭다오 크루즈모항(青岛邮轮母港)

44

-30.16

10.82

-1.10

7

다롄 국제크루즈중심(大连国际邮轮中心)

37

19.35

8.44

22.32

8

하이커우 시우잉항(海口秀英港)

51

54.55

4.75

85.55

9

상하이 국제여객중심(上海港国际客运中心)

28

-39.13

3.01

-52.22

10 싼야 펑황다오국제크루즈항(三亚凤凰岛国际邮轮港)

20

66.67

2.00

-50.00

11

원저우 국제크루즈항(温州国际邮轮港)

5

-

1.40

-

12

렌윈강 국제여객중심(连云港国际客运中心)

20

-

1.30

-

13

저우산군도 국제크루즈항(舟山群岛国际邮轮港)

1

-93.33

0.035

-99.02

976

-17.30

488.67

-1.20

합계

출처: http://www.sohu.com/a/346012446_186085(2019. 11.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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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크루즈 기항이 일부 항만에 편중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중국 상위 1~5위의 크루즈
항만인 상하이, 톈진, 광저우, 선전, 샤먼 5개 항만의 크루즈 기항 횟수가 총 770회로 중국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출입국 관광객은 456.92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1위인 상하이 우송커우(吴淞口) 크루즈 터미널의 출입국 관광객 수만 중국 전체의
55.57%를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상위 5개 크루즈항만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하이 우송커우터미널의 경우
전년대비 6.84% 감소했고, 톈진의 경우 27.49% 감소했다. 반면 중국 화남(华南) 지역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했는데 광저우 선전, 샤먼항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0%, 92.91%, 100.74% 증가
했다.

■ 중국 크루즈시장은 현재 전략적인 조정단계이며 앞으로 ‘고품질, 고품격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a) b)
- ｢보고｣에서는 중국 크루즈시장이 2017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올해도 기항 수,
출입국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에서는 2006~2011년을 중국 크루즈
시장의 시작단계로 보았으며, 2012~2016년을 고속성장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2018년에부터는
중국 크루즈시장이 ‘고속성장기에서 고품질･고품격 발전’의 전략적 조정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
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각 크루즈선사는 단일한 차터(Charter) 방식을 탈피하고, 중국 시장에서
잇따라 신조 크루즈, 대형 크루즈 투입을 통해 해외 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연해 주요 크루즈항만들도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선, 규범화, 편리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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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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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노펙, 저유황유 공급 위해 바지선 100척 운영 계획

■ 중국의 석유화학기업인 시노펙(Sinopec Corp)이 향후 3년 동안 IMO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부합하는 선박연료인 저유황유(VLSFO･Very Low-Sulphur Fuel Oil)를 공급
하기 위해 100척의 바지선을 건조 및 용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 시노펙은 이러한 선박투자가 아시아 정유 업계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시아지역 최대 연료
공급 업체가 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선주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존의 3.5%에서 0.5%의 황을
함유한 연료로 전환해야 하는데, 저유황유(VLSFO) 사용은 선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이다.

■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저우 저우산(Zhoushan)항의 한 임원은 “내년에는 1,000만 톤의
IMO 호환 연료를 공급하고, 2023년에 1,50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시노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공급선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a)
- 시노펙은 8,000~10,000DWT급 50척의 선박을 신조 발주하고, 3,000~4,000DWT급 50척의
선박을 용선할 것이라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가 언급했다.
- 이 관계자는 50척의 신조선박에 소요되는 건조비용은 약 40억 위안(571.91 백만 달러)이 될 것이
라고 말하고, 모든 바지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선박들이 인도되면, 시노펙 벙커링(Sinopec Fuel Oil Company)과 국영해운회사인 난징 탱커
(Nanjing Tanker Co)의 합작회사인 스화 난징 탱거(Shihua Nanjing Tanker Co)가 연료공급선을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 이 회사는 10척의 바지선을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서 시노펙은 논평을 거부했으나 시노펙의 선박연료사업 전략과 관련된 한
임원은 신조선박들이 운항보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아울러 용선선박들이 시장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a)
- 시노펙은 쩐하이 정유화학(Zhenhai Refining and Chemical Co), 진링 석유화학(Jinling
Petrochemical Corp) 및 하이난 정유공장(Hainan refinery)을 포함해 저유황유(VLSFO)를 생산
하기 위해 중국 연안에 10개의 자회사 정유공장을 지정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저유황유를 생산할
수 있는 탈황 장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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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되는 바지선은 이들 정유소에서 연료를 실어 동안에 위치한 저우산(Zhoushan)항과 시노펙의
임대저장고가 위치한 남쪽의 광저우(Guangzhou) 및 산동성(Shandong province) 등 3개의 환적
허브로 운송할 것이라고 한 임원이 말했다.

■ 스화 난징 탱커(Shihua Nanjing Tanker Co)는 저우산(Zhousha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노펙은 지난해 자사의 글로벌 벙커링 센터(global fuel oil center)를 이전한
바 있다.b)
- 한편 저우산(Zhoushan)항은 선박이 많이 기항하는 위치에 인접 해있어 지역 최고의 벙커링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시노펙 그룹 비전

출처: http://www.sinopecgroup.com/group/en/companyprofile/AboutSinopecGroup/(2019.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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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sinopec-plans-100-barge-fleet-to-ship
-cleaner-marine-fuel-source/(2019. 11. 14 검색)
a) http://www.sinopecgroup.com/group/en/companyprofile/AboutSinopecGroup/(2019.
11. 14. 검색)

美, 러시아의 대북제재 우회 지원 경고… 해운업계 나진항 석탄
운송 기피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약 3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대부분 대북제재 품목인
‘원자로･보일러･기계류(HS 84)’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a)
- 모스크바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약 3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제7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 및 원산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업용 기계류(HS 84, 85), 운송수단(HS 86,89)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 72, 83)를 북한에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금지 품목을 명시한 바 있으며 노후 민간 여객기의 교체 부품에 한해서만 예외조
항을 적용한다. 하지만, 북한이 수입한 제품 대부분은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원자로･보일러･기계류
(HS 84)와 전자기기･음향영상설비･부분품(HS 85)으로 확인됐다.

■ 러시아의 대북제재 우회 지원을 미국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한 해운업계는
나진항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c)
-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U.S. Sanctions on Russia: An
Overview)’는 러시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역, 금융 거래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관계자, 단체, 선박 등 제재 대상을 최소 22건 추가 지정했다. 또한,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관련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
하는 등 러시아의 대북제재 우회 지원을 경고하고 있다.
- 북한 제재 우회 지원을 미국이 강도 높게 경고함에 따라 러시아 회사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4만 톤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예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우려한 해운업계가 사실상 석탄 운송을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영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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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한 논의 활발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박의 연료 효율성 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
가고 있다.a)
- IMO는 2008년도 대비 개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독일, 덴마크 및 스페인은 연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선박 운항에 대한 실질적이고 투명한 효율성
기준을 지지하고 있다.
- 반면에 일본과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는 실제 연료소비가 아닌 ‘기술적 척도’ 도입을 지지
하고 있다. 즉, 인위적이고 이상적인 조건에서 기술적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선박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일본이 제안한 ‘기존 선박 에너지 효율성 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EEXI)’는
신조선의 에너지효율 설계지수를 기존 선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23~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석유 및 케미컬 탱커선에 대해 현재의 평균
속도보다 1노트 낮은 11노트로 속도 제한할 것을 제안해왔다.b)
- 속도 제한은 선박의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선박의 배출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옵션이다.
- 네덜란드 환경연구 및 컨설팅사인 CE델프트(CE Delft)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30%의
감속 운항은 48개의 석탄 공장을 폐쇄하는 것과 동일한 CO₂ 절감 효과를 낳는다.

■ 덴마크는 효율적인 선박 설계･운항과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를 통한 연료 소비 감축을
제안했다.b)
- 덴마크의 제안은 효율성 달성 목표가 올바른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IMO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이산화탄소 감축량과 유사하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 또한, 연료소비를 대폭 줄일 경우 선주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최소한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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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 앵거스 프류(Angus Frew) CEO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으로 ‘선박 해상 대기시간 단축’을 제언했다.c)
- 10월 23일 일본에서 개최된 해운포럼 ‘YMF2019(Yokohama Maritime Forum 2019)’에서 앵거스
프류 CEO는 "해운과 항만의 연계 없이는 온실가스 감소가 실현될 수 없으며, 온실가스 감소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 또한, 해상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항계획 체계화 및 항만수속 시간 단축 전략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호주･영국계 자원 생산업체 BHP빌리턴(BHP Billiton)은 2019년 1~9월 동안
화물량 1톤 기준으로 해상운송 CO₂ 배출량을 12% 저감했으며 친환경선박 비중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
- 동사는 용선료가 더 높더라도 LNG 추진선에 의한 해상운송을 통해 환경부하 저감에 주력할 방침
이다.
- BHP빌리턴은 LNG 추진선박 수배와 동시에 LNG 선박연료유의 안정적 조달도 추진해 2020년
이후 친환경 Eco-Ship 운항에 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서연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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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리조선소에서 시공 불량으로 스크러버 공사 지연 우려
확산
■ 중국 수리조선소에서 SOx(유황산화물) 규제 대응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장치)의 리트로핏
(retrofit･기존 선박으로의 스크러버 탑재) 공사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a)
- 일반적으로 케이프사이즈의 retrofit은 통상 40일 안팎의 공기(工期)가 소요되는데 60일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는 중국 수리조선소에서 시공 불량이 발생하면서 납기가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 또한, 시공 불량으로 인해 중국 수리조선소에서 스크러버가 설치된 선박들이 취항 이후 누수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스크러버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 선박들의
원활한 운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수리조선소의 과도한 스크러버 탑재 일감이나 스크러버 탑재에 대한 중국 기술자들의 숙련도
부족이 현 공사 지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중국 수리조선소에서 탑재가 예정된 선박들에 공정상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한번 지연된 선박이
후속 선박 지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스크러버 탑재 예정일이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EU
건화물 운반선 관계자)

■ 덴마크 선사 Torm이 EU 해운 기관 등이 발표한 발주 잔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스크러버 탑재 선박(1만 톤 초과 대상)은 올해 연말 3,020척, 2020년
연말 3,679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a) b)
- 이는 1만 톤 초과 선형 전 세계 총 선박의 12%(척수 기준)에 해당하며, 이 중 기존 운항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retrofit이 75%, 신조선박 설치는 25%의 비중이다.
- 다만 싱가포르에서 9월 중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석유 회의(Asia Pacific Petroleum Conference,
APPEC)에서 강연한 Torm의 제스퍼 젠슨(Jesper Jensen) 부사장(기술 부문 총괄)은 스크러버
설치 발주잔량에 대해 "해운업계 누구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스크러버 탑재를 수행하는 전 세계 dock capacity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제스퍼 부사장은 올해 말 스크러버 탑재 선박은 3,000척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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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나 선사에 있어 스크러버 탑재의 지연은 스크러버 설치를 통한 연료 코스트 저감
메리트를 감소시켜(저유황유 구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발생) 투자 회수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a)
- 현재 스크러버 설치 지연이 해당 중국 야드와의 소송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 EU 해운 관계자는 "추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탑재를 요청해야 하므로 해당 야드와 계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어쨌든 조기 완공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 최근 스크러버 불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c)
-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P&I)을 제공하는 노르웨이 가드 선주상호보험조합
(Assurance Foreign Guard)은 10월 17일 스크러버의 오류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 가드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따르면 오픈 루프 스크러버 설치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선외
distance piece 및 주변 부분이 부식되고 기관실과 밸러스트 탱크, 선창 등에 물이 침투한 사례가
발생했다.
- 스크러버 배관 불량, 스크러버 용접부로의 보호코팅 시공 불량, 스크러버 배수관 부근의 도장 불량
등이 동 누수 사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가드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스크러버 불량 방지책으로 탑재공사 시 감독 강화, 스크러버 제조업체와
수선도크 간의 기술 정보 공유, 업계 전체적인 스크러버 고장 사례 공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3154(2019. 10. 28. 검색)
b) https://safety4sea.com/torm-installs-scrubber-system-on-another-tanker/(2019. 10.
28. 검색)
c) http://www.environmentalprotectionalliance.org/ship-owners-worry-about-clean-fuel
-bill-as-ports-ban-scrubbers/(2019. 10.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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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GM, 무역금융 신규 서비스 제공 및 해운 부대사업
부가가치 확대 전략 추진
■ 프랑스 CMA CGM은 2019년 10월 28일 수출입 화주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신규 서비스인
쉬핑 트레이드 파이낸스(Shipping Trade Finan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a)
- 무역금융 플랫폼(Platform･PF)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인컴렌드(Incomeland)와 제휴해
수송 중인 화물을 채권화 하고(화물 가치액에 근거), 채권에 신용도를 부여한 이후 채권을 판매하는
기법 등을 활용해 화주에 저리로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 CMA CGM은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역활동에 수반되는 화주 소요 자금을 경감시켜 주고
캐시 플로우(cash flow)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Shipping Trade Finance 서비스는 Supply Chain Financing과 Cargo Financing의
2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b)
- Supply Chain Financing은 수입기업을 위한 서비스로 수입 화주기업이 수입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거나 Supplier(수출국 공급자)와의 관계 강화 추진 시 자금을 지원한다.
- 수입기업은 CMA CGM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Supplier에 우선 지급하고, 지불 기한은CMA
CGM에 최대 12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수입기업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일시적 자금 상환 압박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Cargo Financing은 수출기업을 위한 서비스로 수출기업은 선적 직후 송장(invoice) 가격의 최대
90%를 CMA CGM으로부터 일시에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수출기업이 추후 수입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CMA CGM에 상환하는 프로세스로, 외상매출금
관리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 Shipping Trade Finance는 기본적으로 CMA CGM에 운송서비스를 의뢰하는 화주가
이용 가능하며, 이외 전 세계 선사들도 이용이 가능하다.a)
- CMA CGM의 무역금융 제공 지역은 현재 인도,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순차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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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MA CGM은 독자적 전자상거래(E-Commerce) PF도 정비해 웹부킹(web-booking)이나
전자 상 서류관리 서비스, 그리고 전자선하증권(Electric bill of lading･eBL)의 제공도 실시할 계획
이다.

■ CMA CGM은 해운 부대사업에서 부가가치를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해상운송 사업에
주력하는 타사와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c)
- CMA CGM은 2017년부터 해상화물 보험 서비스인 Serinity(보험 상품명)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
기도 했다.
- 화주는 운임과는 별도의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화물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 CMA CGM은 유럽 물류 대기업인 Civa Logistics를 인수하고, 동사와의 제휴를 통해
해상수송 이외의 육송 물류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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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3190(2019. 10. 29. 검색)
b) https://www.cma-cgm.com/news/2789/cma-cgm-launches-shipfin-trade-financeits-new-range-of-import-and-export-financing-solutions(2019. 10. 21. 검색)
c)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cma-cgm-shipfin-finance-payments-shipp
ers/565481/(2019. 10.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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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산도 북측 공사 착공, 상하이-닝보･저우산항 협력의
이정표
■ 지난 11월 5일, 양산항이 소재하고 있는 소양산도의 북측 Ab구역 육상측 공사가 착공
되었다.a) b)
- 이번에 착공된 소양산(小洋山) 북측 Ab구역 육상 공사는 소양산 북측 피더터미널 개발을 위한
초기 건설 사업이자 소양산 간척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공사는 8월 12일, 현재 소양산도가
행정적으로 속한 저우산시 성쓰(嵊泗)현의 승인을 거쳤으며 총 투자액은 약 10.35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번 공사의 주요 내용은 총 길이 2,843m의 침식지역의 지반을 높이고, 총 길이 79.8m의 제방을
높게 하는 한편 약 101.29m2의 신규 육지면적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공사 기간은 25개월로
2021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그림 1. 소양산도 북측 개발 및 Ab 구역 착공식 전경

출처: https://m.thepaper.cn/baijiahao_4877525(2019. 11.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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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사의 착공은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
- 이번 소양산도 북측구역 개발 공사는 올해 2월 상하이항그룹과 저장성해항투자운영그룹(浙江省海
港投资运营集团)1)이 체결한 ｢소양산(小洋山)항만구역 종합개발 협력 협의｣(이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 2개 거대 항만의 협력이 가시화됨을 의미한다.
*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창장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창장삼각주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던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이 상호 협력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당시 ｢협의｣에 따르면, 저장성해항그룹은 상하이항그룹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상하이성둥(盛东)
국제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이하 ‘성둥터미널’)'에 대해 현금 증자를 진행하고, 성동터미널은
소양산도 북측 피더 컨테이너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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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성해항그룹은 저장성 항만통합을 위해 2015년 8월 설립되었으며, 닝보･저우산항을 포함한 저장성의 5개 연해 항만과
이우(义乌)내륙항 및 기타 내하항만의 운영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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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양 혁신 촉진 위해 4,400만 달러 투입

■ 싱가포르는 해양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 운영 효율 및 지속가능성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4,400만 달러(6천만 S$)를 투자할 계획이다.a) b)
-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SEEDS Capital과 MPA(Marin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CFP(Call-For-Partership)를 통해 국내 초기단계 최첨단기술(deep-tech) 스타트업에 대한 합작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 이번 투자는 해운, 항만물류, 항만운영, 해양서비스 등 해양산업 내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 안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a) b)
- 싱가포르는 2018년 상하이항(4,201만TEU를 처리)에 이어 3,66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다.
- 싱가포르의 해양 관련 산업은 총생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약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 해양산업의 발전은 ‘세계 최고의 허브항’, ‘국제 해양 중심지’의 명성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물류, 제조, 도매 무역과 같은 보완적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파트너십’과 ‘공동 혁신(joint innovation)’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 ‘공동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을 투자자･기업과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해 해양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a)
- 해양기술 시장에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최첨단기술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구분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 MPA의 한 관계자는 해양산업의 운영방식을 재구성해 향후의 불확실성과 환경규제 문제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해양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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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11. 현재 2만여 개 해외 산업정보 수록)

○ 산업정보 예시

해양

해운·해사

해양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육상기인도 문제이지만,
선박에서의 투기도 심각

중국 조선소 대형 규모의 합병 추진. 공급 과잉 개선
통한 중국 조선업 체질 개선 시도

세계 해양제약 시장, 향후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8.8% 성장 전망

일본의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 전략은 발달된
선주업 활용 모색

러시아 과학자 북극해에서 엄청난 농도의 대기
메탄가스(Methane) 발견

철광석 화물 둔화로 SOx 규제 발효 이후 노령화
철광석 운반선 스크랩 전망

수산

항만·물류

스페인 ‘누에보 페스카노바 그룹’ 문어 완전 양식에 성공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자동화 터미널, 싱가포르의 Tuas항만

글로벌 무역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참치 시장의 변화

IMO 2020 : Hapag-Lloyd, 추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 부과

중국 수입업체가 꼽은 중국 11대 인기 수산물

유럽항만개발 주요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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