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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상풍력발전, 2040년까지 15배 증가

■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보고서(Offshore Wind Outlook 2019)에서 해상 풍력발전 에너지 용량을 전망
했다.a)
- IEA는 해상 풍력발전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비용 감소,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녹색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해상 풍력발전 에너지 용량은 2040년까지 약 15배 증가하여 78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IEA 보고서 (Offshore Wind Outlook 2019)

출처: https://webstore.iea.org/offshore-wind-outlook-2019-world-energy-outlook-special-report(2019. 12.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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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상 풍력발전은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의 0.3%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럽과 중
국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했다.a)
- 현재 20GW 정도인 유럽의 해상 풍력발전 용량은 2040년까지 130GW~180GW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EU가 제시한 유럽의 2050년 해상 풍력발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은 2030년
에 90GW 정도의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갖출 것이다.
-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가 이미 갖추어진 영국에서도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최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센터를 오픈했다.
- 또한, IEA는 2025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중국의 해상 풍력발전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약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해상 풍력발전 산업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은 편
이지만 잠재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b)
- 미국은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주별로 규제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미국에는 현재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능가할 만큼의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어
해상 풍력발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조 달러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상 풍력발전의 잠재력은 커지고 있지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b)
- IEA는 보고서를 통해 “해상 풍력발전 산업계는 풍력 터빈의 크기와 전력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해상 풍력발전 에너지가 가스,
화력 등과 같은 주요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비용 및 성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 또한, 각 국의 정부와 규제기관은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육상의 전력망에 연결
하는 데 필요한 주요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저비용 금융, 각종 규제
완화, 장기 비전 제공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비전 제공은 지속적인 해상 풍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동해가스전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동해1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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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제주도와 전북 군산 등에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있고, 새만금개발청은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 2019년 7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노르웨이 국영석유사 에퀴노르(Equinor)는 동해가스전
에서 2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동해1 해상풍력발전사업’ 컨소
시엄 서명식을 진행했다.
- 이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수집한 풍황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건설공사 착수, 2024년부터 해상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
이다.
- 현재 동해1가스전(울산 남동쪽 해상 58km 지점)의 운영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해당 가스전 인근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동해1 가스전의 생산이 중단되면
해상 플랫폼을 철거하지 않고, 이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활용함으로써 해양오염과 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 동해1 해상풍력발전사업

출처: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5287135546#_enliple(2019. 12.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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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참고자료

a) https://dredgingandports.com/news/2019/iea-predicts-steep-offshore-capacityrise/(2019. 12.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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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노르딕 국가, 4차산업 혁신기술에 주목하다
■ 실리콘 벨리 은행, 노르딕 지역을 향후 혁신 기술의 메카로 평가하다.a)
- 실리콘 벨리 은행은 노르딕 지역이 지금 혁신적 기술과 생명과학의 허브로 번창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노르딕 국가들의 금융권은 스타트업을 위한 대출 이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은
행들이 대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실리콘 벨리 유럽지역 지사장은 덴마크와 그 주변 노르딕 국가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이자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노르딕 지역은 사실상 벤처기업 투자부분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와 동등한 유럽지역 최상위 스타트업 육성허브 중 하나이며, 이미 21세기 초부터
대략 총 자산 가치가 69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12개의 유니콘 기업이 노르딕 지역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 노르웨이 정부 차세대 통신기술 5G에 집중하다.b) c) d)
- 노르웨이는 2014년 텔레노어(Telenor) 통신회사가 스발바르(Svalbard)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공
사를 성공했을 때 잠시 동안 인터넷 기술 시장 왕좌를 차지하였다. 광섬유 케이블은 스발바르의
주요 도시인 롱이어비엔(Longyearbyen)과 주변 지역에 초당 평균 50 메가비트(Mbps: Megabits
per second)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에도 4G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일반적으로 5G 기술을 데이터를 빠르게 다운로드 받거나 고 사양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G의 진실된 혁신은 단순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범용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동반되었을 때는 사업 분야 인프라를 완전히 변화
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5G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필수기반 기술로 평가
되고 있다.
- 노르웨이 수산업계는 어병으로부터 어장을 지키기 위해 5G 기술을 활용한 어류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회사인 화웨이는 스칸디나비아 협력회사와 함께 5G 기술을
활용한 드론을 이용하여 어장 모니터링 시스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어장 모니터링 시스
템은 해저 케이블로 연결된 통신망을 사용하였으나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5G 기술은 케이블 없이 해안가에서 양식장으로 바로 연결망을 개설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
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북유럽 국가 통신 서비스 업체인 아테아(Atea)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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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남부 도시인
스타방에르(Stavanger)에 새롭게 개소한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사는 데이터 센터 개소는 자사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시스템 및 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의 하나라고 발표하였다.
- 또한, 노르웨이 대표적 금융서비스 업체인 DNB 그룹은 노르웨이 정부의 데이터 취급 규정이 첨
단화되어 운영상 효율성이 있으며 데이터 소비자들에 대한 대응이 좋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옮겨 왔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덴마크 정부는 자율 주행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e) f)
-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올리스(Keolis) 회사와 덴마크 대표 자동차 메이커인 볼보(Volvo)는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에 있는 키올리스 사의 버스 차고에서 12m 길이의 버스 자율주행을
시현하였다. 이번 시연은 자율주행 전기 버스의 차고지內 자율주행 및 주차를 확인하였고, 전력
충전 또는 세차가 필요할 시 버스가 자율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볼보가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전기 버스는 차고지에서의 효율적 운영 및 주차 공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 주행 프로그램은 버스가 한정된 공간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 차고지 내에서 운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버스 차고지에서 진행된 자율주행 시현은 자율 주행 시스템의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득을 증명하였다. 또한, 차고지 내에서의 효율적 교통통제와 사고를 최소화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성공적이라는 평가하였다.
- 키올리스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 셔틀을 실험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신문사에 의하면 볼보는 최근
예테보리 지역에 단일 수주로 유럽 전역에서 최대 크기인 157대의 전기 버스를 2020년까지 제공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시현의 성공으로 덴마크 자율주행시장의 상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핀란드 정부, 근시일 내로 공항에 AI운영 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g)
- 비행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항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 핀란드의 공항 대부분은 여행시즌 별 수요를
맞추고 있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비성수기 시즌에는 공항이 한산하지만 오
로라 관광 및 산타클로스 관광의 성수기에는 비행기 연착이 심각하여 공항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지만 비수기와 성수기간의 핀란드 공항 방문객 수 격차가 심하여 공항 확장은 경영적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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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아비아(Finavia) 회사는 모든 공항 운항분야에 정보를 공유 및 통지할 수 있는 AI기반 공항 관리
자율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시스템이 직접 체크인 카운터까지 최적화된 루트를 계산하여 버스
기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연착을 고려한 비행기 착륙 가부를 대신 결정해 주는 등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 시스템이다. 작년 최고 성수기인 12월에 시범 운행을 했으며 운행결과 전년
대비 비행기 연착을 61% 줄였으며 한 달 동안 대략 미화 60만 불 정도 절약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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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fortune.com/2019/11/12/silicon-valley-bank-denmark-unicorns-cheap-loanstech-startups/?fbclid=IwAR2Fdf5vqPbqbEbX6hqW5Mkok2m42dFwxL19vDV1KL8aR79w
TwSaQRlYSxo(2019.12.13. 검색)
b) https://www.arctictoday.com/on-norways-internet-frontier-the-future-is-here-again
/?fbclid=IwAR2OOukhNbe3XWzb2qPzwi1iCEEVFOMmg_AGk9OWaQ6aNKGEiY3CLcLtH
ho(2019.12.13. 검색)
c) https://fortune.com/2019/11/07/huawei-5g-china-tech-speed/?fbclid=IwAR1hBlHh_
4U-kcUIHURAkTgweoXDnwsU1DDUCz0_iDSV3XcK-4SEJTm_Bfw(2019.12.13. 검색)
d) https://data-economy.com/microsoft-opens-up-its-first-data-centres-in-norway-toserve-up-azure-services/?fbclid=IwAR3Oj1vT4oTcOYiFl_Z8DvGl_z_yhjdNslL2BBoADCV
4DOp1n393qFnTZZg(2019.12.13. 검색)
e) https://www.intelligenttransport.com/transport-news/92269/keolis-and-volvo-demons
trate-autonomous-e-bus-in-depot/?fbclid=IwAR1gyysgz1sR30w0-EyMWdQJU8MR78
UpPUZxte7r8dB0K7iF2SptJhrV1B0(2019.12.13. 검색)
f) https://www.intelligenttransport.com/transport-news/92021/volvo-receives-europeslargest-e-bus-order-for-gothenburg/(2019.12.13일 검색)
g) https://techhq.com/2019/10/finlands-airports-will-soon-be-run-by-ai/?fbclid=IwAR0t
MWqnIrA62790DF7k722gpwNAP5w2K3gjVXANb92nCCP42bifi8txZVs(2019.12.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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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 전망

■ 세계 관광업계와 전문가들이 2020년 관광산업 트렌드를 발표했다.a)
- 세계적인 숙박･체험 프로그램 예약 플랫폼, 대형 여행사, 항공사 등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와 전문가들은 2020년 관광 트렌드로 11개 항목을 선정했다.1) 11개 항목 중 단기여행의 증가와
관광목적지 주민들을 존중하는 여행, 생태관광의 증가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관광 트렌드로
선정되었으며, 11개 트렌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0년 세계 관광 트렌드
구분

내용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42%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주민들을 존중하는 여행

관광지 주민을 존중하는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목적지의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 증가

친구와의 여행 증가

부부, 가족 중심 여행 외에 친구와의 여행 증가

뿌리를 찾는 여행

메이플라워호 미국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 증가

단기여행(Micro-cations)의 증가

주말이나 단기 휴가를 이용한 여행 증가

생태관광 증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생태관광지를 방문해 다양한 동식물 관찰

기차 여행 증가

항공여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기차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덜 붐비는 관광지로의 여행 증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으로 덜 붐비고 한적한 관광지에 대한 수요 증가

비수기 여행 증가

성수기 혼잡을 피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수기 여행이 증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여행 증가

조부모, 부모, 손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여행 증가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여행

현지 음식 만들기 체험, 자원봉사 여행 등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행 증가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travel/news-and-advice/travel-trends-2020-voluntourism-dogs-trainover tourism-a9225076.html(2019.12.15.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1) 2020년 관광트렌드 선정에는 Booking.com, The Travel Corporation, CV Villas, Brand USA, Preferred Hotels, Scott
Dunn, La Plagne, Original Travel, Sunvil Latin America, House of Daniel Thwaites, Perfect Stays, Emirates
Holidays 등 세계적인 관광산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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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크루즈선사 협회도 2020년 크루즈 관광 7대 트렌드를 발표했다.b)
- 대표적인 해양관광 분야 중 하나인 크루즈관광 부문도 2020년 관광 트렌드를 발표했다. 국제크루
즈선사협회(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크루즈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크루즈관광 7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0년 세계 크루즈관광 트렌드
구분

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연료의 효율성 제고, 친환경적인 배기가스배출시스템 마련,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연안지역으로부터의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등 환경보전 노력

기항지 관리

크루즈 기항지 정부 및 주민과의 협력 방안 모색

크루즈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

크루즈관광객 중 65%는 기항지 인근에서 추가 숙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

선박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크루즈관광에 대한 청년층의
호감도 상승

크루즈관광은 주로 노년층이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도 크루즈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홀로 여행객 증가

나홀로 여행객 증가 트렌드에 따라 1인용 객실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1인용 크루즈관광 상품 등 개발

단기여행 수요 증가

3~5일 기간의 단기 크루즈관광 상품 개발

출처: https://cruising.org/news-and-research/press-room/2019/december/clia-releases-2020-state-of-the-cru
ise-industry-outlook-report(2019.12.15. 검색)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 2020년 일반 관광 트렌드와 크루즈관광 트렌드의 유사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보전, 단기여행의 증가, 관광목적지 주민과의 협력 등의 항목은 양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어 2020년 관광 트렌드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전망된다.

■ 2020년 국내 관광 트렌드는 세계 관광 트렌드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c)
-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국내 관광 트렌드를 ‘REFORM’이라는 키워드로 발표(2019.12)하고, 정보
통신화, 유튜브 영향력 증대, 여행취향의 세분화, 한적한 여행지 탐색 등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국내 관광 트렌드는 ICT의 발달과 먹거리 중심 관광행태의 특성에 따른 국내
관광만의 특징도 있지만, 여행 취향의 세분화, 한적한 여행지 탐색, 여행의 일상화 등은 세계 관광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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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년 국내 관광 트렌드

출처: 국가관광전략회의(2019.12.12.),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p.5.(2019.12.15. 검색)

- 국내 해양관광 부문도 국내･외 관광 및 해양관광 트렌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및 중장기적인 해양관광 트렌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문제 해결 방안 도출의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정아 종합정책연구본부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참고자료

a) https://www.independent.co.uk/travel/news-and-advice/travel-trends-2020-volunto
urism-dogs-train-overtourism-a9225076.html(2019.12.15. 검색)
b) https://cruising.org/news-and-research/press-room/2019/december/clia-releases2020-state-of-the-cruise-industry-outlook-report(2019.12.15. 검색)
c) https://primeministerkr.blog.me/221735063569(2019.12.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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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를 둘러싼 덴･미･중 북극권 갈등 고조
■ 그린란드 매입의사 거절, 덴마크-미국 외교적 갈등 발생하다.a)
-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가 단호히
거절하자 미국정부는 덴마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연기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외교적 갈등이 발생
하게 되었다. 세계 언론 및 연구 기관들은 지정학적 가치와 최근의 해빙으로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린란드에서 중국의 경제적
입지 증가는 미국의 불안감 상승에 주요한 자극제가 되었을 거라고 언론들은 판단하였다.

■ 중국정부, 그린란드 경제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노력하다.b)
- 중국의 관심은 그린란드에서 5개의 개별적인 경제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왔다; 1) 그린란드 신 공항
건설 프로젝트, 2) 아이언바크(Ironbark) 호주 회사와 협력하여 그린란드 아연 광산 개발 프로젝트,
3) 베게너 할보(Wegener Halvø)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 4) 제너럴 나이스(General Nice) 홍콩
기업이 감독하는 이수아(Isua) 철광산 프로젝트, 5) 호주 그린란드 미네랄(Greenland Minerals)
회사와 성허그룹(Shenghe Resources)이 협업하여 개발 중인 크베인필드(Kvanefjeld)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이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품들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미국
으로의 견제로 중국의 대 그린란드 개발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수아 철광산
프로젝트는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보류되었고, 신공항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가
개발사업에 개입하면서 중국은행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던 공항 프로젝트 입찰에서 완전히 철수하
였다.

■ 시진핑의 북극몽 ‘빙상 실크로드’ 발표, 그린란드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c)
- 2018년에 발표된 중국의 북극정책백서는 ‘존중, 협업, 공영, 지속 가능’의 원칙을 통해 ‘북극 이해,
북극 보호, 북극 개발, 북극 거버넌스 참여’의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빙상실크
로드’ 개발을 근간으로 중국과 유럽을 북극항로로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일대일로 전략의 확장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극 투자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북극권 대규모
투자는 북극 연안국과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북극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15

표 1. 중국의 對북극 연안 5개국 투자액(2012~2017)

-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북극 연안 5개국에 대략 2,474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권
국가 경제 규모가 연간 4,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북극 투자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며, 그린란드의 경우 중국 투자액이 GDP의 11.6%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 미국 정부 또한, 그린란드 자원 매장량에 관심 있다.d) e)
-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매장량의 13%의 원유와 30%의 천연가스가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린란드 광물자원 가치를 대략 1조 1,000억
달러(약 1,332조)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다. 그린란드의 광물자원으로 금, 납, 아연, 우라늄 등
비철금속이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첨단 제품에 필수소재인 희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
- 올해 미국과 6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미 해군과 그린란드 공동 자원조사를 실시
하였다. 미 해군은 그린란드 자원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초분광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미국 지질연구소 및 그린란드 연구진과 공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중국정부, 그린란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개발 투자에도 관심 있다.b) f) g)
- 2015년 중국 자원개발 기업들은 20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광산개발에 투자였으며, 2016년에는
희토류 광물 개발을 위한 광물 에너지 지분 매입을 단행하는 등 중국은 그린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그린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크베인필드 광산은 희토류 생산지로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만 희토류가
최소 천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중국 이외에
최대 규모 희토류 생산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베인필드 광산은 2007년부터
호주 광산업체인 그린란드 미네랄스가 개발 중이며, 이 회사의 지분 11%를 중국 성허그룹이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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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원개발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사업, 과학연구 기지 구축 및 위성센터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그린란드 개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그린
란드 정부가 중국 국영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후 중국의 자본과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
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그린란드 신공항 건설에 덴마크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의 공항 프로젝트는 외교 및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기에 덴마크 정부가 자
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2. 그린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추진결과

- 특히 알레카 해먼드가 이끌었던 전 정권과 키엘센 총리의 현 정권 모두 그린란드 개발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린란드 정치권은 그린란드 자원개발이
상호 간에 엄청난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극 협력 정책에 그린란드 관련 주제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그린란드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덴마크 정보국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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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정부, 그린란드 정치권과 갈등 야기하다.h)
- 그린란드 정치권은 덴마크 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그린란드에는 그저 통보만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 외교부
장관 및 국방장관이 포함된 수행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 전통적으로 NATO 정상회담은 군사 및 안보 관련 회담으로 페로 제도나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수행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 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북극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대표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덴마크 총리의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를 대변하고 있는 아아야 켐니즈 라르센(Aaja Chemnitz Larsen) 국회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극에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린란드 대표를 포함시
키지 않은 것은 총리의 실수라고 지적하였다.
전준혁 종합정책본부 연구인턴
이경호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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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물로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ARGO) 보완

■ 아르고(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는 가장 성공
적인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a)
- 전자, 통신, 기계 등 여러 기술 분야 진보에 따른 해양 관측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로봇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인 해양 모니터링이 증가하였다.
- 이 중,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형 무인 해양
관측 시스템인 아르고는 세계 해양 관측 시스템(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 아르고는 수심 2,000m까지 잠수하는 ‘플로트(float)’를 활용하여 해류에 따른 수분, 염분 등을
관측하고 이 자료를 위성을 통해 송신한다. 2019년 기준 총 3,883개의 플로트를 투하하였으며,
플로트를 통해 송신된 자료는 글로벌 자료수집센터(GDAC, Global Data Assembly Centers)를
거쳐 자동 자료 질 관리를 통해 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1. 아르고 플로트 분포도

출처: http://www.argo.ucsd.edu/About_Argo.html(2019.12.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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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고로도 관측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한 곳이 있다.b) c)
- 아르고가 광범위한 지역의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는 하나, 환경(해빙, 바람 등)･정치(배타적
경제 수역)･보안(해적) 등의 요인으로 아르고 플로트를 활용한 샘플링이 어렵거나 정확한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대표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경우 군사･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플로트를 이용한 샘플링이 어려운 상황이며, 열대지역의 경우 글로벌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아르고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해양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동물부착 기기(ABI, Animal-Borne Instruments)를 활용하면 아르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 c)
- ABI는 동물에 추적 가능한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정보(움직임, 생리 등)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ABI를 통해 수온, 도전율, 산소량 등 다양한 해양정보도 함께 수집할 수 있으며,
해양동물이 기존의 해양 관측 기술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ABI를
활용하여 해양 관측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 한편, 기존의 연구는 주로 극지방에서의 ABI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저위도 지역까지 아우
르는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 영국 엑서터(Exeter)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아르고 플로트로는 관측이 어려운 지역인 콜드스팟
(coldspot)과 해양동물의 공간 분포(spatial distribution)가 중첩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ABI를
활용하여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먼저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의 아르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콜드스팟을
식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다. 이후, 183개 해양동물종의 출현범위 지도(EOO Maps, Extent Of
Occurrence Maps)를 활용해 각 해양동물종의 공간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여 중첩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아르고 콜드스팟의 상당 부분이 183개 해양동물종의 공간 분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도별 중첩도를 살펴보면, 고위도에서는 기각아목(pinniped)과 펭귄목(penquin)의 중
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그림2의 c와 e), 중･저위도에서는 반대로 나머지 그룹의 중첩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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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결과는 기존의 아르고 모니터링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일부 지역(콜드스팟)의 해양
정보를 ABI를 활용하여 수집함으로써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연구의 접근방법을 다른 해양 관측 시스템에도 적용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한 다양한 해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아르고 콜드스팟과 해양동물의 공간 분포 중첩도 분석 결과

출처: March, D. et al. Towards the integration of animal-borne instruments into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s. Global Change Biology

성연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syh@kmi.re.kr/051-797-4725)

참고자료

a) http://www.argo.ucsd.edu/About_Argo.html(2019.12.18. 검색)
b) March, D. et al. Towards the integration of animal-borne instruments into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s. Global Change Biology, DOI: 10.1111/gcb.14902(2019.
12.12. 검색)
c)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11/191127215129.htm(2019. 12. 12.
검색)

| 21

지구에서 가장 깊은 육지, 남극 대륙에서 발견
■ 남극 대륙 빙하 아래에서 지구상 가장 깊은 대협곡이 발견되었다.a) b)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CI) 연구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지구물리
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추계학회에서 남극 대륙 빙하 아래에 지구에서 가장 깊은
육지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도
실렸다.
- 남극 대륙의 동쪽 덴먼 빙하(Denman Glacier) 아래에서 발견된 이 협곡은 해수면보다 3.5km나
낮다. 참고로 전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는 3.68km 이다. (미 국립해양대기청)

■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남극 대륙 지형도 ‘베드머신(BedMachine)’이 완성되었다.a) b)
- 연구진들은 레이더로 남극 빙하 밑 육지를 조사하려 노력해봤지만, 기존 방법으로 측정하기에는
대륙의 규모와 탐지거리 등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졌다.
- 그런데 위성자료 등으로 얼음의 이동과 부피 데이터를 이용해 얼음 아래 위치한 육지 지형을 파악한
결과, 지구 표면에서 가장 깊은 협곡을 찾아냈고, 이 조사결과는 새롭게 제작된 남극대륙 지형도인
‘베드머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UCI 지구시스템과학 부교수이자 이 연구의 주저자인 매튜 몰링헴(Matieu Morlighem)은 질량보존
분석 기법으로 기존 레이더 조사와 얼음의 이동 데이터를 결합해 협곡에서 얼음의 이동을 추정하
였다. 그 결과 협곡의 깊이는 해수면 아래 3,500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육지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의 변화가 남극 대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활
용될 수 있다.b) c)
- 남극 대륙 지형도인 베드머신은 앞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빙하와 대륙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예측하는 기후모델에도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연구자들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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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로운 남극 대륙 지형도 BedMachine

출처: https://www.foxnews.com/science/deepest-land-canyon-discovered-beneath-antarctic-glacier
(2019.12.16.. 검색)

김지윤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연구원
(jiyoon9887@kmi.re.kr/051-797-4394)

참고자료

a)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12/antarctic-video-reveals-deepest-canyon
-earth(2019.12.16. 검색)
b) https://www.foxnews.com/science/deepest-land-canyon-discovered-beneath-antarcticglacier(2019.12.16.. 검색)
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0753113(2019.12.16. 검색)

| 23

해저광물자원 탐사 환경평가에 소음과 진동 고려해야

■ 일본 정부, 해양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다.a)
- 최근 육상 광물자원의 고갈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의 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심해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현재 에너지･광물 자원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 해저 자원 탐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해저 열수광상은 생태계의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b) c)
- 해저 자원 탐사와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해저 열수광상과 해산(海山) 지대는 독특한 생물군집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광합성 생태계와 달리 열수광상의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태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열수생물이 서식한다.
- 열수광상 탐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 시료는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관련 원천기술 개발 연구나,
산업 및 의약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 심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 분포와 서식환경 조건, 환경변화 등 극한 열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해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c) d)
-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의
해양생물환경영향연구센터 팀은 해저 자원의 탐사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해 저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구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물이 감지하는 환경요인으로 주로 수온과 염분이 검토되었지만, 최근
산호와 조개의 플랑크톤 유생이 해수 중의 다양한 진동음을 감지하고 이를 서식 조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 예를 들어 심해 열수 분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50dB 정도 높은 음압 레벨의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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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음이 발생하는데, 인근 열수 생물들은 이를 서식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감지한다.
반대로, 해저 자원의 채굴 시 발생하는 진동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0dB 이상 높아 플랑크톤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고 주변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 또는 복원력이 저하 될 수 있다.
-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동음은 심해저 해양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향후 해저 자원 개발 시 생태계 모니터링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국제
해저기구의 해저 자원 개발 규칙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해저 자원 탐사 시 심해 저서 생태계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c)
- 진동음은 세계 해양 관측 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의 필수 해양 변수
(Essential Ocean Variables)로 포함되어 있으나, 국제 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가 개발한 해저 자원 개발에 적용되는 개발 규칙(Mining Code) 지침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해저 자원 개발과 해저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해저 자원 탐사 시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박희망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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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소부족 현상, 전세계 해양으로 급속 확산

■ 해양에서 산소부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a) b) c) d)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온난화, 부영양화,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질소 침적 등으로 용존산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산소부족 해역(hypoxic zone)이 확산되고 있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산소가 매우 희박한 산소부족 해역의 규모가 4배 증가했으며, 1960년에 비해
2010년의 전 세계 해양의 산소 보유량이 2%나 감소했다. 또한, 현재 상태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어진다면 2100년까지 현재 수중 산소량의 3~4%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연안 대도시 인근 해역에서 산소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d)
- 유해조류 대발생(Harmful Algal Blooms, HABs)은 유해 적조 현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그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저층산소 부족 또는 무산소
환경을 꼽을 수 있는데, HABs의 이런 확대 경향은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양식업에도
영향을 크게 준다고 한다.
-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도시화와 집중적인 양식업 등으로 연안 부영양화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진해만, 가막만 등 남해 일원에서 심각한 산소감소 현상과 HABs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HABs는
양식업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막만의 경우 HABs 후 연간 굴 생산량이 1991년 9,600
톤에서 2008년 4,000톤으로 감소했다.
- 또한, 농업에 사용하는 인공 비료와 축산업에서 나오는 분뇨 역시 강과 바다로 유입되어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면서 수중의 용존산소가 줄어든다. 이로 인한 피해는 수산업 종사자와 연안 지역사
회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 해양산소부족 문제 해결에 전 지구적 조치가 필요하다.a) b) c) d)
- IUCN은 해양산소 감소에 관한 이 보고서를 제2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5)에서 발표했으며, 각국 지도자들에게 해양산소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 기인 오염물질 배출
감축, 남획 제한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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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UCN은 다음과 같은 해양산소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세계 각국은 산소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둘째, 문제 인식과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림 1. 전 세계 산소부족 및 부영양 연안 분포(415개)

출처: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2019-048-En.pdf(2019. 12.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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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글라데시와 협력하여 중국 ‘일대일로’ 견제

■ 미 국방부의 랜달 슈라이버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방글라데시 방문 중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a)
- 12월 4일, 미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방문하는 일정 중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슈라이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
하지 않고 오히려 역내 국가들의 주권 및 국제법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참고로 ‘일대일로 전략’이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여 지역 통합을 이루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프로그램이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이
전략은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인구학적 범위 측면에서 총계 2조 9,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생산하는 138개국 46억 명의 사람들과 관련 되어 있다.

■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방글라데시 간 안보협력을 촉진하여 방글라
데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b)
- 우선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The US Indo-Pacific Strategy)’은 경제,
굿 거버넌스, 그리고 안보라는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에
공유된 원리들을 보호하고 이를 진일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역시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전략과 방글라데시의 국익 간 긴밀한 연계는 주로 해양에서의 테러리즘 대응,
군사훈련, 그리고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보 협력 증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번 공식 방문은 방글라데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최근의 양국 간 군사협력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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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는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 다음으로 미국은 방글라데시가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모범적인 준수자라는 국제적 인식에 높은
평가를 주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현재 국제포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UN의 평화유
지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또한, 군사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방글라데시 간 근래 우호적인 분위기도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
의 방글라데시 방문을 이끌었다. 방글라데시는 작년에 2030년까지 군을 현대화한다는 목표 하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최신 군사 장비를 구매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미국-방글라데시 양국 관계 개선을 자신하면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라며 중국을 간접적
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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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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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1835770(2019.12.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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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1835770(2019.12.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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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1835770(2019.12.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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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리비아 EEZ 협정으로 동지중해 갈등 심화

■ 터키와 리비아가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 합의했다.a) b)
- 11월 2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 파예즈 알-사라즈
(Fayez al-Sarraj) 리비아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1) 총리는 양국 간
동지중해 EEZ 경계를 획정하는데 합의했다.
- 이번 합의에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리비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터키는
신속대응군(quick reaction force)을 파견할 수 있다는 군사 안보 분야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터키 국내에서는 양국의 경계획정 협정에 대해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의 동지중해 상 자원개발을
저지하고 터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림 1. 동지중해 해양 경계 현황

A-B : 2011년 획정된 터키와 북사이프러스간 해양 경계
C-D-E : 이집트, 리비아, 터키 본토 간의 중간선
E-F : 2019년 11월 획정된 터키와 리비아 간 해양 경계
출처: https://www.aa.com.tr/en/infographics/map-delineates-turkeys-maritime-frontiers-in-emed/1661791(2019년 12월
3일 검색)

■ 그리스는 터키와 리비아 간 해양경계가 그리스의 EEZ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c) d) e) f)
- 그리스는 터키와 리비아의 EEZ 경계는 양국 사이에 있는 그리스 크레타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으로서 가지는 지위를 무시하고 획정되었다고 주장한다.
1) 리비아는 2014년 내전 후, 동부는 아람민족주의 청년장교단을 토대로 하는 리비아국민군(LNA) 중심으로, 서부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서부정부(GNC)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의 중재로 2015년 12월 서명한 리비아 정치합의문에 따라 탄생한 서부의
통합정부(GN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18 리비아 개황, 외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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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12월 1일, 그리스와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동지중해 상 양국의 EEZ 경계획정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터키와 리비아 간의 경계획정은 불법이며, 특히 UN이 인정
하는 범위 외의 사안에 대해 리비아 통합정부 총리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또한, 그리스는 유엔에 터키와 리비아 간 해양경계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서한을 보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NATO는 그리스와 터키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연안국 간 갈등과 해양 에너지 개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동지중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번 협정은 그리스, 이집트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까지 범위에 넣고 있어 이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를 둘러싼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집트 간의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터키와 리비아 간의 협정에 군사 분야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실제 무력 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중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터키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보는
오히려 주변국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과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대한 연안국 간 마찰이 지속되는 동지중해의
현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주형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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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 북극곰이 체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이유

■ 최근 북극 생태계가 해양오염물질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a) b) c)
-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로 해양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영향이 북극까지 도달하여 북극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 먹이사슬을 통해 북극곰 체내에 많은 양이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양생물은 해양오염물질을 직접 섭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먹이사슬에 의해 체내에 농축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북극곰은 해양생태계의 극지방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므로 먹이사슬의
상위단계로 갈수록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체내에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진다.
그림 1. 북극해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 모식도

출처: 극지e야기 홈페이지(http://www.koreapolarportal.or.kr/info/arcticEcoInfo.do)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곰의 서식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a) b)
- 바렌츠 해 북극곰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영성(pelagic) 북극곰은 매년 바다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연안성(coastal) 북극곰은 사냥을 위해 육지에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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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의 해빙이 감소하면서 바렌츠 해 지역의 북극곰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습관이 바뀌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표영성 북극곰은 남쪽의 얼음이 감소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앞으로 더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반면, 연안성 북극곰은 육지의 먹이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 표영성 북극곰이 연안성 북극곰보다 체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이유는 해양오염물
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이다 a) b)
- 기존 연구에서 같은 북극곰이지만 표영성 북극곰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기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연안성 북극곰보다 체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르웨이 북극 연구소의 피에르 블레빈과 동료 연구진들은 두 북극곰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먹이 습관, 이주 패턴, 에너지 소비, 지리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전형적으로 소비하는 먹이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 그 결과, 몇 가지 요인이 밝혀졌다. 우선 첫 번째는 표영성 북극곰이 대부분의 먹이를 해양에서
소비하고, 먹이사슬에서 최상위포식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먹이를 채취하는 구역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그림 2. 표영성 북극곰과 연안성 북극곰의 체내 오염물질 농도 비교

출처: Blévin, Pierre,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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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은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해양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이와 같이 육지생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선택적으로 섭이할 수 있으나, 해양생물은 먹이, 서식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바다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최근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하는 등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 특히,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 여겨지는 북극해에서조차 오염에 의한 북극곰의 영향이 심각해지는
것을 볼 때, 글로벌한 범위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필요하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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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해양 보전･관리에 활용 필요

■ 해양 보전과 관리를 위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a) b) c)
- 빅데이터의 하나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사람들이 방문한 장소와 활동 내용, 그리고 감상과
생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 여론, 사회현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 이 같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현안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
해양공간 연구 중 컬처로노믹스(Cultronomics)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치정보태그,
타임스탬프, 그리고 사진을 활용하여 해양 공간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 Enrico et al.(2015)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그룹의 시공간 패턴, 가치 및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맵핑을 하거나, 생태계 및 바다 경관 모니터링,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등 생물 보전 대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 RIchard et al.(2016)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사를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담겨있는 단어의 빈도와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시
간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 이슈 등을 확인하여 환경보전 정책을 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대중
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강화하여 국내 해양정책 개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d)
- 해양수산 정책이나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Lee
et al. (2014)은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분석하는 데에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박광서 외(2017)가 해양수산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 사례 외
에는 해양정책,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오승욱(2019)의 수상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례 등으로 제한적이다.
- 오늘날, 이른바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측정되고, 기록되며,
저장된다. 일상생활의 전자흔적(digital traces)들이 실시간으로 남게 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
배기가스(data exhaust)들은, 모집단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
자료들과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해양 공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해양정책을 개발
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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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관한 필리핀의 고발 기각
■ 12월 5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소추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활동에 대한 필리핀의 고발을 기각하였다.a) b)
- 중국이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발생시키는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 및 필리핀인의 어업접근을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행위가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이유로 알버트 델
로사리오(Albert del Rosario) 전 필리핀 외무장관과 콘치타 모랄레스(Conchita Morales) 전 반
부패 특별법원(anti-graft court)장이 ICC에 고발했다.
- ICC는 4가지 범죄(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ICC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ICC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범죄 혐의자가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규정 제12조).
- ICC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는 특정의 상황이 소추관(Prosecutro)의 수사 개시를 허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할 수 있다(규정
제15조).
- 이에 따라 예비조사는 초기판단(1단계), 관할권(2단계), 적격성(3단계), 수사정의(4단계)의 4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예비조사는 1단계 예비조사로 소추부는 인적
물적 관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다.

■ ICC는 인적 또는 물적 관할권 둘 중의 한 가지만 충족되면, 자신의 형사관할권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나 필리핀의 남중국해 관련 고발은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c)
- 중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중국의 해당 남중국해 활동 범죄 혐의자의 활동을 근거로
인적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해당 범죄가 행해진 것이 ICC규정 당사국인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필리핀의 영토, 영해, 내수가 아닌 EEZ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성립도 배척하였다.
- 그 이유는 ICC 소추부가 ICC규정 제12조 제2항(a)의 “영토”에 EEZ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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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무리한 ICC 제소 추진은 결국 예비조사에 단계에서 종결되게 되었으나, 추후
분쟁수역 및 영토에서 활동에 대해서 ICC가 다른 범죄구성요건 충족을 이유로 관할
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필리핀의 ICC 제소 추진은 무리가 있었던 시도였으며 EEZ 혹은
대륙붕의 중첩수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ICC로 제소하기 위한 추후 시도에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필리핀은 인도에 반하는 죄 위반만을 문제 삼았으나, 분쟁 도서에 대한 중국의 간척활동이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ICC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분쟁 영토(혹은 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ICC 침략 범죄 위반 여부는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 ICC는 초기에 침략범죄에 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후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개정안이 결정됨에 따라서 2018년 7월 17일부터 침략범죄에 대해서도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지현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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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icc-cpi.int/itemsDocuments/191205-rep-otp-PE.pdf(2019. 12.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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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수요 증가로 수입 시장 활성화
■ 중국, 지속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a) b) c) d)
-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내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점차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수산물 수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 중국 내 수요가 많은 어종 중 하나인 새우는 올해 8월까지 20억 달러(원화 약 2조 3,800억 원)
이상이 중국에 수입되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냉동 온수성 새우 수입량은
378,000톤으로 약 2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234%, 금액은 185%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 칠레는 항공 운송을 통해 중국 수입 시장에 연어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된 칠레산 연어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7만 톤이었다. 항공 운송의 발달로 인해
칠레 양식장에서 연어가 출하된 후 8일 내로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지난 10월에는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의 주도 난닝에 ‘중국 난닝-베트남 호치민 구간 화물전용
정기 왕복 항공로’가 개통되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캐나다에서도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산 신선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공항 확대 건설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 중국 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e) f)
- 중국 내 수산양식 주요 지역인 후베이성의 농업농촌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후베이성 전역의
55개 현, 시, 구에서 수산물 품질 이력 추적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시범기지 920곳과 유통기업
31곳이 이력추적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후베이 관련 당국은 수산양식의 친환경 발전과 고품질, 친환경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수산양식 분야에서 항생제와 사용금지 성분 존재 유무, 투입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개정된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를 발표하여 12월 1일부터 정식
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는 총 10장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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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 수산물 수요에 주목해야한다.
- 중국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중국 내 수산물 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내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수산물 소비를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경쟁국들은
동 시장에서 자국산 수출 발판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 수산물 시장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적절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울러,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 그에 대한 수산물･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됨 따라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2019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4.2억 달러(원화 약 5,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양이석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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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키워드

■ 세계 어패류 소비1)는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a)
- 세계 어패류 소비는 연간 1억 3,000만 톤 가량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류별로는 어류(75%), 패류･연체동물(16%), 갑각류(9%) 순으
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민물어류의 시장 점유율
및 소비 시장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림 1. 국가별･부류별 수산물 소비 동향

주: 수산물 소비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 시장 점유율은 2013년 기준, 소비 시장 성장률은 2000년도 이후
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FAO, Food Balance Sheet 원자료 활용, 저자 가공(자료 검색 : 2019년 11월 10일)

■ 수산가공품 매출액은 2017년 기준 393억 달러로 추정된다(냉동제외).b)
- QYR의 수산 가공 기자재 시장 조사(Equipment Reserach(2018))에 따르면 글로벌 수산가공품
매출액은 393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며, 냉동을 제외하면 통조림(17%), 훈제(13%), 건조(9%),
연육(7%) 순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편 2025년까지 예상되는 매출 증가율은 연육(5.5%), 통조림(4.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즉석식품 및 밀키트 시장’, ‘HMR’, ‘프리미엄 통조림’,
‘미식 투어’가 활성화되고 있다.c)
1) 세계 어패류 공급량을 소비량으로 대체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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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푸드 소스(Seafood Source)에 따르면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이 요법은 2022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명태를 활용한 면･햄버거 패티가 개발되고 있고,
단백질 섭취를 위한 게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더불어, 연어 육포, 다랑어 파우치, 해조류
스낵 등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즉석식품과 밀키트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즉석식품과 밀키트는 직장인
들의 점심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는 유통매장 및 식료품점
등에서 초밥 외에도 연어, 곡물 및 채소를 포함한 수산물 도시락 등이 판매되고 있다.
- HMR 제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편의성과 맛을 중시하던 HMR 제품은 영양 및 다변화의 단계를
거쳐 고급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통조림은 전통 소비국인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통 편의성･섭취 간편성 등과 함께 최근 참치 뱃살, 허리살, 정어리, 문어, 홍합 등 소재 및 패키
징이 다양화되고 있다면,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은 기능성 강조(DHA, EPA), 저염분 표시, 다양한
소스 맛 등을 활용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미식 투어를 빼놓을 수 없다. 맛에 관심을 지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훈제장, 수제
통조림, 나무 그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물 조리법이 생겨나고 있으며, 성게는 아시아 진미에서
미국, 호주, 영국 시장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음식에서 스토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가 중요한 수산물 소비 결정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트렌드를 고려한 수산식품 개발 및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a) b) c)
-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수산식품 트렌드는
보다 건강하고, 간편하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우리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유망한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수산식품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기욱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 / 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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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허용어획량(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평가 실시
■ 일본은 어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TAC 비대상 어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a)
- 일본은 현재 주요 어종의 일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TAC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TAC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종도 일본 어업생산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2017년 연안어업의 생산량 중 TAC 비대상 어종의 생산량은 전체의 약
60%, 어업 생산금액 기준으로는 약 80%를 기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이러한 TAC 비대상 어종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본 수산청은 어업의 지속성 및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TAC 비대상어종의 유지와 존속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일본 수산청은 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a)
- 현재 일본의 TAC 비대상 어종은 자원량을 평가하고 있지 않거나, 원래 자원평가 대상이 아닌 어
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자율관리 및 활동을 지자체가 인증하는 “자원관리 계획”에 의해 일본 어업
생산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종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원평가에 의한 자원량이 아닌
어업 생산량의 추세에 의한 것으로 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자원량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조업
횟수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일본 수산청은 어업인으로부터 수집한 어업 관련 데이터와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AC
비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자원 회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다.

■ 추가적으로 일본은 어업인이 설정한 자원관리 목표 및 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a)
- 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와 함께 기존 어업인의 자율관리에 의한 “자원관리 계획”은 “자원관리
협정”으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어업인은 자원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자율관리의 목표와 관리
활동을 국가 및 지자체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어업인과 맺은 협정의 효과는 연구자･어업인･정부를 포함한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원
관리 및 효과적인 활동으로의 개선을 도모하고 검증 과정은 공개하여 협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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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평가 확대에 대해 일본 수산청 장관은 “연안어업은 수산물을 잡는
어법도 어종도 다양하여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형 자원관리 확립’을 위해 도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어업인의 어획 데
이터 등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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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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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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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를 원료로 한 배합사료 연구
확대
■ 곤충 배합사료는 양식업의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a) b)
- 지속가능한 양식업과 관련하여, 배합사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배합사료의 원료 가운데 어분을 줄이고, 곤충, 채소 등을 재료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자들은 바다음식의 미래(The Future of Food from the Sea)라는 보고서를 통해 곤충과
채소의 배합사료 확대로 양식업의 급격한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배합사료에 이용되는
치어 등의 남획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대서양 연어 1kg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1.5kg의 어분이 포함된 배합사료가 이용되는데,
곤충을 원료로 한 배합사료를 이용할 경우 1.15~1.2kg 어분으로 동일한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a) b)
- 어류･갑각류 등의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전체 어획수산물의 20% 가량이 사료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낮은 먹이사슬 단계의 어종들이 양식업의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치어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를 이용한 배합사료 생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료를 이용해 양식어류의 성장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양식용 배합사료로 이용 가능한 동애등에의 성체와 유충

출처 : https://seawestnews.com/feed-for-thought-on-the-future-of-food-from-the-sea/8(2019.12.0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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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양식부분에서, 배합사료의 효율성 증대 및 사용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천해양식 어류 생산량은 약 8만 톤으로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료가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업계에서는 정부정책과 달리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배합
사료보다 생사료를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생사료를 사용할 경우 자원남획, 수산물 수입 증가, 어획경로 미확보에 따른 안전성 문제,
환경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사료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배
합사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앞서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동애등에 곤충분(昆蟲粉)을
이용한 배합사료가 개발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곤충분을 이용한 배합사료는 어분함량
감소, 사료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혔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곤충분을 활용한
배합사료 연구결과가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배
합사료 생산 업체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곤충을 이용한 배합사료 외에도 고효율, 저비용의 배합사료가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양식업자 스스
로가 생사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배합사료로의 전환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영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karry7102@kmi.re.kr/051-797-45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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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성 어종 생산량,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일본의 꽁치 생산량,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a) b) c)
- 일본의 연간 꽁치 생산량은 1950년대 후반 50만 톤을 기록했으며, 2000~2014년에도 20만 톤
내외를 어획했으나, 최근 자원 감소 및 어장 원격화(漁場 遠隔化)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 일본 전국 꽁치봉수망 어협(全国さんま棒受網漁協)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 기준 일본 꽁치
누적생산량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3만 7,715톤이었다. 12월 어획량이 전년(1,741톤)과 비슷
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꽁치 생산량은 역대 최저인 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이 줄면서 생산금액(122억 3,285만 엔)도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배 상승한 10kg당 3,243엔에 형성되었다.
- 한편 꽁치 자원량 추정결과, 1년 미만의 소형어 비율(73%)은 작년(52%)보다 높았으며, 1년 이상
개체의 평균 체중(마리당 100~110g)도 작년(마리당 140g)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일본 꽁치 생산량 추이 및 어업 현장
(단위 : 톤)

자료: 좌: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849
우: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94

■ 오징어도 생산량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다.d) e)
-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漁業情報サービスセンター)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오징어 생산
량은 1만 9,124톤으로 역대 최저였던 작년(2만 5,399톤) 동기보다 적었다. 11월 오징어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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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월에 비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생산량은 전년(4만 1,697톤)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태평양 겨울계군의 오징어 자원 감소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고수온으로 오징어
어군의 남하회유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 일본 내 오징어 어획 부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2018년 일본의 연간
오징어 총 공급량(19만 4,430톤)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톤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올해 공급량도 일본 내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오징어
수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일본 오징어 생산량 추이 및 중국산 냉동오징어 수입량 추이
(단위 : 톤)

(단위 : 엔/kg)

(단위 : 톤)

(단위 : 엔/kg)

자료: 좌: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14
우: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243

■ 가을연어(秋サケ) 어획량, 41년 만에 5만 톤 수준이 붕괴되었다.f) g)
- 일본의 가을연어 생산량은 2003년 20만 톤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에는 5만 800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017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저 생산
량을 기록한 1978년(4만 4,019톤) 이후 41년만이다.
- 홋카이도 연합 해구어업 조정위원회(北海道連合海区漁業調整委員会)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홋
카이도 가을연어 어획량은 4만 5,02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12월에도 일부 지역
에서 어획을 이어갈 예정이나, 주요 해구에서의 어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연어 소비 부진 등으로 어기 초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0~30% 낮았으나, 어획 부진이 이어
짐에 따라 10월 중순 이후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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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가을연어 생산량 추이 및 삿포로 시장 내 경매 모습
(단위 : 톤)

자료: 좌: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92
우: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2346

■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2019년 일본의 대중성 어종 생산량은 주요 품목별로 5만 톤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연근해 고등어 생산량이 평년 동기 대비 40% 적었고, 오징어도
평년 대비 60% 가까이 줄면서 국내 주요 대중성 어종 누적생산량(1~11월)이 크게 감소하여 소비
자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수급불안정 뿐만 아니라 생산자, 유통업자, 제빙, 운송, 자재 등 수산 부문 다양한 업계 종사
자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어업생산 부진 현상은 최근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은 우리나라 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특히 오징어 및 고등어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효녕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전문연구원
(young@kmi.re.kr/051-797-4508)

참고자료

a)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7120(2019.12.09. 검색)
b)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849(2019.12.09. 검색)
c)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94(2019.12.09. 검색)
d)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14(2019.12.09. 검색)
e)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243(2019.12.09. 검색)
f)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6992(2019.12.09. 검색)
g)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2346(2019.12.0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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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갑상어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 중국 정부는 자원 감소에 따라 철갑상어를 1980년대부터 보호어종으로 지정하였으며, 방류
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
- 중국에서 철갑상어는 당대와 송대부터 중국인들의 인기 어종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랜 기간 어획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원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다.
- 이에 1981년 중국은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 IUCN)에
가입하였으며, 철갑상어를 국가 우선보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시키고 관련 보호 규정을 적용하였다.
- 1988년부터 철갑상어 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후베이성에
철갑상어 보호구역을 마련하였다.
- 1988년부터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철갑상어 종묘 생산, 성어 판매, 캐비어 생산 등에 관여하는
업체는 관련 당국에 야생동물 양식면허 뿐만 아니라 수생동물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림 1. 후베이성 양쯔강에 방류되고 있는 철갑상어

출처: https://www.ecns.cn/news/2019-04-15/detail-ifzhhxra9210838.shtml(2019.12.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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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상어 자원의 보존 조치와 함께 종묘 생산을 시작으로 양식어업이 발전하고 있다.
- 중국은 1957년 철갑상어 종묘생산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아무르 철갑상어(A. Schrenckii)의 양식에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1973년과 1976년에 중국 철갑상어(Acipenser sinensis)와 칼상어(Acipenser
dabryanus)가 방류에 따른 자원 회복에 이어 종묘 생산에 성공하였다.
-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철갑상어 양식어업이 성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철갑상어 생산량은 2003년 1만 톤에서 2017년 9만 톤으로 증가하
였다.
- 철갑상어는 중국 농촌 및 변두리 지역에서 양식되고 있으며, 현지인에게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관련 당국은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양식어업인에게 자원 보호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향후 중국 철갑상어 양식은 기존 선어 생산에서 캐비어용 생산 확대로의 전환이 예측
된다.
- 중국에서 생산된 철갑상어는 현지에서 대부분 1-2kg의 신선･냉장 형태로 유통되고, 이 중 약
20%는 캐비어로 생산되고 있다.
- 중국인의 소득 증대, 농촌의 도시화 등으로 고급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캐비어 인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수요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다양한 판촉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 중국 캐비어 양식은 2006년 0.7톤에서 2018년 13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0.6톤을 첫
수출하여 2017년 93톤의 수출로 이어졌다. 이로써 중국은 캐비어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 향후 고부가가치 품목인 캐비어의 생산 확대를 위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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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캐비어*(Caviar)

출처: http://www.fao.org/in-action/globefish/market-reports/resource-detail/en/c/1235736/
(2019.12.3. 검색)
*캐비어: 철갑상어의 알

기해경 수산정책사업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keehk@kmi.re.kr/051-797-4593)

참고자료

a) http://www.fao.org/in-action/globefish/market-reports/resource-detail/en/c/123573
6/(2019. 12. 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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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삼 시장, 생산 회복에 따라 거래가격 하락
■ 중국 건해삼 시장규모, 2023년 237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a) b) c) d)
- 중국은 해삼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치품 규제로 인해 한동안 주춤
했던 건해삼 소비가 최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해삼 형태인 건해삼의 시장 규모는
최근 소비자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급격히 확대되어, 2016년 기준으로 11.5%
증가한 108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 지역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화동권역이 2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화남권역, 화북권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국에서 해삼은 이미 고급 사치품에서 대중 소비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건해삼
시장규모가 237억 위안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1)

그림 1. 중국 건해삼 시장 규모 및 권역별 시장비중

자료: 「2016-2022년 건해삼 산업 심도조사 및 발전 전망 연구 보고서(2016-2022年干海参行业深度调查及发展前
景研究报告」, pp.47~53.

■ 기후 등으로 2018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해삼 생산이 대폭 감소했다.a) b) c) d)
- 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까지 중국의 해삼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도
해삼 생산은 전년대비 20.7%가 감소한 17만 4천 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여름 고온 및 태풍
으로 인해 중국 해삼 생산이 부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 「2016-2022年干海参行业深度调查及发展前景研究报告」,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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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8년 여름 지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중국 해삼의 주요 산지인 랴오닝성(辽
宁省)의 해삼 생산이 부진했다. 랴오닝성 대롄시(大连市)의 경우 90%의 양식장이 고온 및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방송국에 따르면 지난 가을 랴오닝성 전역에서 고온 및 태풍으
로 인한 해삼 총 피해량은 6.8만톤, 직접적인 손실은 68.7억 위안(한화 11,73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림 2. 중국 해삼 생산 동향(2013~2018년)

자료: 중국 어업통계연감(中国渔业统计年鉴) 각 연도

■ 중국 해삼, 2019년 생산은 회복에 따라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a) b) c) d)

- 2018년 중국 해삼시장은 생산 감소에 따라 가격 또한, 폭등하여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7~8월 중국 해삼 주요 산지, 특히 랴오닝성의 자연산 활해삼은 500g당 120위안, 양식
활해삼은 95~100위안(한화 1만 6,150~1만 7,000원)으로, 평년 수준인 500g당 50~55 위안(한
화 8,500~9,350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거래했다.
- 하지만 2019년 해삼 생산 회복에 따라 거래가격도 하락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1월 주요
산지인 산동성(山东省)에서 활해삼이 500g당 90위안(한화 1만 5,300원)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최근 중국 내 1차 가공한 염장해삼의 거래가격은 2018년의 500g당
500위안(한화 8만 5,000원)에서 2019년의 500g당 300위안(약 5만 1,000원)으로 하락했다.
-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가격도 전년보다 회복한 것으로, 생산 호조로 가격 하락세는 내년까
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국의 제1위 해삼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해삼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a) b) c) d)

- 한국은 중국, 홍콩, 미국 등 지역을 중심으로 자숙해삼과 건해삼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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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삼 수출은 7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1위 해삼 수출 대상국’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 해삼 경기 회복세, 생산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과
생산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황산산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참고자료

a) http://www.sohu.com/a/270277032_672426(2019.12.09. 검색)
b) http://www.fishfirst.cn/article-117833-1.html(2019.12.9. 검색)
c) https://baijiahao.baidu.com/s…(2019.12.9. 검색)
d) http://www.fishfirst.cn/article-104589-1.html(2019.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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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ECA 시장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진출 전략 모색 필요

■ HORECA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산식품 공급자의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 HORECA는 호텔(Hotel), 레스토랑(Restaurant), 카페(Cafe)를 포함하는 식품 서비스 산업을 지
칭한다. HORECA 시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 주요한 시장이자 소비자와 직접 닿아있어 소비자
요구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이다.
- 최근 소비 규범 고도화, 편리함 추구 등 소비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HORECA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HORECA 시장의 공급자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증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a)
-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글로벌 호텔 체인,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및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 비중을 늘려나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MSC 인증,
ASC 인증 수산물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호텔,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
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Hyatt)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정책의 일환으로 책임감 있는 수산물
(Responsible Seafood)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얏트는 이미 2014년에 자사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50%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15%의 이상의 수산물은 MSC
인증 혹은 ASC 인증 제품을 활용하는 목표를 수립한 후 매년 지속가능한 수산물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 배달서비스와의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요리･포장･배달이 간편한 메뉴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다.b) c)
-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 식품 배달서비스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장 내 식사 공간을 없애고
배달서비스에만 주력하는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주방의 기능이 강조된 배달 전문식당은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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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딜리버루(Deliveroo)’는 배달의 편리함과 고급 식당에서의 제대로 된 한 끼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를 공략해 전문 셰프들로 구성된 배달 전문 식당인 ‘다크 키친(Dark Kichen)’ 서비스를 제공
하며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 이와 같은 배달서비스의 성장으로 샌드위치, 도시락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요리가 완성되어 포장한
후 배달하기 편리한 메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미국(상)과 동남아시아(하) 식품 배달서비스 성장세

자료: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9/08/all-food-will-be-delivered/595222/ (2019.12.6. 검색)
https://theaseanpost.com/article/food-delivery-services-southeast-asia (2019.1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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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ECA 공급자는 납품 규격･요리법 설명･메뉴 제안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
하고 있다.d) e)
- HORECA 공급자는 단순히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들이 공급하는 재료를 활용하는 법,
메뉴 제안과 더불어 그에 맞는 납품 규격을 제안하며 파트너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 글로벌 수산기업 모위(Mowi)는 HORECA 시장을 겨냥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동(Defrosting), 손질(Trim), 굽기(Grill) 방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납품 규격을 제공하여
HORECA 고객이 각자의 요구와 가장 근접한 공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인스타그래미즘(Instagrammism)’을 비롯해 사진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 새롭고 다채로운 요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메뉴 개발이 HORECA 시장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모위(Mowi)는 주력 제품인 연어를
활용한 주요리(Main Dish), 수프(Soup), 스낵(Snacks), 샐러드(Salads) 요리법을 제안하며 메뉴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처럼 HORECA 시장의 공급자는 단순한 공급을 넘어 HORECA 매장 내에서의 손질 과정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 글로벌 수산기업 모위(Mowi)의 HORE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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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 다양한 형태로 손질된 연어 피레트를 제공하여 HORECA 고객의 필요에 가장 근접한 제품을 제공한다.
(하) 자사 제품(연어)을 활용한 요리, 수프, 스낵, 샐러드 요리법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 Mowi(https://horeca.marineharvestpolska.com/quality-reliability/food-safety-1 (2019.12.6.검색)

■ 소비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HORECA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맞춤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HORECA 고객의 요구 변화, 판매 방식 변화, 공급자와의 관계 변화 등 HORECA 시장의 변화에
따라 HORECA 공급자에게도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파악한 후 그로 인한 HORECA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
한다면 HORECA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HORECA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예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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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RU 잠재수요 80~100척･･･ 해운･조선 신규 사업 기회

■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LNG) 해상 수용 기지인 부유식 LNG 저장･
재가스화 설비(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s･FSRU)의 잠재적 프로젝
트가 80~100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a)
- FSRU 활용 시 LNG 수입을 시작하는 나라･지역에서 LNG 저장 시설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건설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 한편 해운선사나 조선소는 LNG 운반선 등에서 축적한 지견을 살려 FSRU 분야의 사업기회를 찾
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12월 기준 제안된 FSRU 프로젝트는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FID)이
임박한 안건을 포함해 42~62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중 7건은 FSRU를 건조할 조선소까지 확정되었다.

■ EU 지역은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에 의한 가스 수입이 대부분이었지만, FSRU에 의한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다.a) b)
- 리투아니아의 석유 터미널 운영 회사 Klaipedos Nafta는 FSRU에 의한 LNG 수입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진행 중인 FSRU 프로젝트를 소재지별로 보면 아시아･중동 지역이 가장 많은 25~37건이며, 유럽
7~9건, 미주 5~10건, 아프리카 5~6건의 순이다.
- EU LNG 주력 선사 관계자는 "LNG를 새로 수입하는 나라･지역은 가격에 민감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LNG 공급 증가로 LNG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한 FSRU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FSRU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했다.

■ 러시아 가스 회사 Novatek도 FSRU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a)
- Novatek는 2019년 9월 북극권 LNG 생산･수출 프로젝트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FID를 실시
했다.
- 이에 따라 Novatek의 LNG 프로젝트 생산능력은 연간 6,300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의 LNG
공급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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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atek는 생산된 LNG를 운송하기 이전에 FSRU에 저장해 놓는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 다만 FSRU 프로젝트의 구체화는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c)
- 노르웨이 Höegh LNG에 따르면 올해 조선소와 계약된 FSRU 안건은 3건에 그치며, 2018년에
조선소와 계약된 안건은 10건에 그쳤다.
- LNG 운반선 선박 브로커 관계자는 “FSRU 도입에 부수되는 인프라 정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육상에 LNG 수용 기지를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투자액은 적지 않아 자금 조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FSRU 구체화 지연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
- 잠재적 FSRU 프로젝트 중 몇 건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사(商社) 수출입 관계자는 FSRU
프로젝트를 해당국의 인프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상사 수출입 관계자는 country risk 등을 확인하면서 FSRU 프로젝트로 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

■ Höegh LNG에 따르면 세계 FSRU 선복량은 35척(2019년 9월 기준)으로, 이 중
26척은 FSRU로서 가동 중이며, 나머지 9척은 LNG 운반선 형태로 운항되고 있다.c)
- FSRU의 발주잔량은 2022년까지 8척이며, 5척은 장기계약으로 투입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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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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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SSI, 해운업계 바이오연료 설문조사 결과 발표

■ SSI(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가 12월 11일 COP25에서 바이오연료 및 기타 대체
연료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발표했다.a)
- 바이오연료는 IMO 황산화물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상적인 옵션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과 공급량이 충분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SSI는 산업의 관점에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비영리 포럼과 함께 미래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UNFCCC 제25차 당사국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림 1 조사 대상자 현황

■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미 일부산업체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바이오매스를 통해 해당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이 도시, 농업 및 임업 폐기물을 통해 바이오 연료를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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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미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

-

■ 국제해운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대체연료 후보군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바이오
연료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응답자의 대부분은 바이오연료 점유율이 10~30% 범위로 증가할 것으로 동의했으며 2050년
이후 사용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바이오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은 2020년대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오연료의
인증을 통해 바이오연료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덴마크 선주인 Norden은 Kvasir Technologies와 파트너쉽을 맺고 덴마크 기술대학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리그닌을 벙커로 활용하는 선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b)
- 우리나라도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무탄소 대체연료 후보군에
대한 연구와 바이오연료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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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afety4sea.com/sustainable-biofuels-mark-the-path-to-decarbonization/
(2019.12.1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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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2021년부터 선박용 고속통신 서비스 개시

■ 소프트뱅크가 선박용 고속위성통신에 진출한다.a)
- 11월 28일 소프트뱅크는 MOL, 아사히유조선 및 미츠비시상사 등이 출자해 해운산업의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e5연구소(본사･도쿄도 치요다구)와 차세대 통신위성을 이용한 해상 광대역
서비스 관련 공동 실증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e5연구소는 올해 설립되었으며 동사는 일본의 Life Line 역할을 수행하는 내항해운을 지속가능
(sustainable) 하게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아직 위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외항선 등으로 적용 외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소프트뱅크와 e5연구소가 초고속･대용량 상시 접속 통신 서비스와 안테나를 선박에 염가로 제공
하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성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선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지원
하고, 선원의 복지 향상 등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a) b)
- 선발주자인 소프트뱅크는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e5연구소가 제시하는 기획에 따라 선박에 평면
안테나와 로컬 무선국을 설치하고 통신위성을 전송로로 사용해 선박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출자하는 One Web(본사･영국 런던)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고속･염가･상시접속이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국적･준국적 선박에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21년 1~3월에는 One Web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평면 안테나 등을 활용한
통신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시험에서는 선박에서의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device 활용 및 육상에서의 remote 조종 가능성 테스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선상 인터넷 이용 시 선원은 육상의 가족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선원의 원격진료 등도 가능해 건강관리 등이 보다 면밀하게 시행되는 등 선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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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서비스 대상은 내항선, 어선, 보트 등 내항 화물선 5,000척, 페리 2,000척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외항선박 등도 인터넷 이용 대상에 포함돼 중소형 선박을 포함해 전 세계 100만
척 규모의 시장이 기대된다.

■ e5연구소에 따르면 실증실험 이후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아사히유조선의 선박이 최초
운항될 예정으로, 2021년에 도쿄 근해를 항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b)
- 인터넷 기능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구동해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능 탑재 제로 에미션
(zero emission) 유조선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 동 유조선에는 종래의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안테나를 채용해 부품 갯수가 큰폭으로 감소하며,
고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균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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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리조선･재팬마리타임유나이티드 합병･･･ 건조 능력
세계 3위 조선소 탄생
■ 일본 수주량 1위 이마바리 조선과 수주량 2위 재팬마린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JMU)가 11월 29일 자본 업무 제휴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a)
- 이마바리 조선이 JMU의 증자 지분 중 최대 30%를 출자하는 방법으로 양사의 합병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올해 내에 합병과 관련된 최종 계약을 맺고 LNG 운반선을 제외한 상선 대상 공동영업･설계회사의
설립과 생산 체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건조 능력 기준 세계 3위의 조선 그룹이 탄생하면서 통합 재편으로 거대화 되는 한국 조선 업체와
중국 국영 조선에 대항한다는 복안이다.

■ 양사는 제휴 이후의 수주 활동에 대해 "양 회사의 모든 선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선종으로 좁혀 제휴 메리트를 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a) b)
- JMU는 합병계획 발표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번 지분투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마바리조선의 경영기획본부도 JMU를 제휴 상대로 한 이유에 대해 "드라이･탱커 등 경합하는
선종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임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dock 등 생산설비 통폐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dock은 각사가 개별적으로 기존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바리 조선).

■ 설립 예정인 공동영업･설계회사는 양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1만
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유조선, 케이프사이즈･파나막스 벌크선 등을
주력으로 하고 이외 선종은 통합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b)
- 제휴 대상에서 LNG 운반선이 제외된 이유는 이마바리 조선이 미츠비시 중공업 그룹과 2013년부
터 LNG 운반선의 영업･설계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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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는 2020년 3월까지 제휴의 구체적 방법, 조건,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한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국내외 경쟁법에 따른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제휴를 실행할 예정이다.

■ 세계 굴지의 조선업체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c)
- 세계 조선시장에서는 올해 3월 세계 점유율 선두인 한국 현대중공업이 3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합의한 바 있다.
- 11월 26일에는 중국선박중공업집단(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CSSC)과 중국선박
공업집단(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CSIC)이 통합되면서 신규통합회사 중국선
박집단(中国船舶集団)이 탄생했다.
- 2018년 세계 조선업체 준공량 순위에서 CSSC는 663만 총 톤으로 2위, CSIC가 359만 총톤으로
5위이며, 양 그룹 합산 시 1,022만 총톤으로 합병을 추진 중인 한국의 현대중공업 그룹(757만
총톤)･대우조선해양(461만 총톤) 합산 1,218만 총 톤에 이은 2위 규모이다.

안영균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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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로지스틱스, 중동 지역 진출

■ 케리 로지스틱스(Kerry Logistics)가 중동 지역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a)
- 바레인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55개국으로 확대했다.
- 이어서 두바이에는 최신 물류 시설을 설치, 중동 지역 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 이에 대해 마티유 빌론 글로벌 화물 운송 주선업 관리 이사는 향후 걸프만 지역(Gulf Cooperation
Council)에서 자신들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바레인 지점은 걸프만 지역의 발판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 바레인 지점은 자동차･석유&가스･패션&생활잡화･전자부품 관련 물류에 대해 항공･해상･육로 운송
서비스 및 세관 통관 절차, 창고 보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는 케리 로지스틱스가 걸프만 지역에서 영역 확장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향후 지역 내
점유율 확장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두바이의 신규 물류 시설은 중동 지역 내 점유율 확장 계획과 연관이 있다.
- 두바이 신규 물류 시설은 두바이 알 막툼 국제공항, 제벨 알리 항과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해상 운송 간 연계성 확보로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7만 평방미터의 해당 시설에서 전자부품, e-커머스 관련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케리 로지스틱스의 지점 개설 및 신규 시설 확장 건은 2014년부터 진행된 중동
지역 진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b)
- 케리 로지스틱스는 2014년부터 중동 지역에서 비용효율(cost-efficient)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항공,
해상, 육상 복합운송(multimodal) 솔루션 제공을 제공해오고 있다.
- 이외에도 국내외 고객을 위한 창고 보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공급 사슬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그 결과 2018년 Transport & Logistics Middle East Excellence
Awards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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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 로지스틱스의 중동 지역 행보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합운송 솔루션은 최적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고민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케리 로지스틱스의 입지 선정 사례는 향후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역 선정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지역 진출 시, 해당 국가･지역의 인프라 구축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 비용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입지 선점 및 예상 고객층(화주)에 맞는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광모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momo0910@kmi.re.kr/051-797-46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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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kerrylogistics.com/press/press-release/kerry-logistics-deepens-middle
-east-presence-with-new-office-in-bahrain-and-logistics-facility-in-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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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 30%로 늘릴 계획

■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로테르담을 기항할 때 선박의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a) b)
- MSC Group의 버드 다르(Bord Darr) 해양 정책 및 정부 담당 부사장은 “바이오 연료 혼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테스트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혼합 연료를 사용할 때 CO2
배출량이 15~20%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또한, "연료의 바이오 성분에 따라 잠재적인 CO2 감축량이 80~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Sulphur Cap 2020)’의 일환으로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를 저황 연료 및
바이오 연료와 결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a)
- 또한, 수소연료전지와 선박용 배터리를 비롯해 풍력 및 태양열을 포함한 기술들의 잠재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 증가에 대한 MSC의 발표는 환경 NGO인 ‘Transport and
Environment･T&E’의 해운업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1)’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와 거의 동시에 나왔다.b)
- T&E의 계산에 따르면 MSC는 연간 약 1,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상위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독일의 가장 큰 석탄 화력발전소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해 ‘2030 IMO’ 규제의 핵심인 ‘CO2 배출량 절감’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2050 IMO’의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 내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c)

1) 탄소발자국 :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전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했을 때 CO2의 총량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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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는 선박의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로 줄이고, 2050년까지 70%로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5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컨테이너 선박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면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고, 대기 질을 향상시키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회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inhoe@kmi.re.kr/051-797-4920)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87616/msc-to-use-30-pct-biofuel-blends
-on-its-ships/(2019. 12. 13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msc-to-use-30-percent-biofuel-aboard
-vessels-calling-rotterdam-1(2019. 12. 13 검색)
c) https://www.msc.com/irq/news/2019-december/msc-becomes-first-major-shipping
-line-to-use-30-bi(2019.12.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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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규 북극 순찰선 공식 시운전 시행

■ 캐나다 최초의 북극 순찰선은 1차 공식 시운전을 거친 후 2020년 1분기에 최종 시운전
을 거칠 예정이다.a)
- 어빙조선뉴스(Irving Shipbuilding News)에 따르면 캐나다 최초의 북극 순찰선(HMCS Harry
DeWolf)은 지난 주 핼리팩스(Halifax) 근처의 베드포드 분지에서 시운전을 시작했다. 순찰선은
향후 몇 주 동안 닻, 핀 안정기, 통신장비 등 일련의 장비 성능 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이러한
1차 공식 시운전 이후 2020년 1분기에 캐나다 왕립 해군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시운전을 거친 후
캐나다 해군에 인도 될 예정이다.
-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가조선전략(Canada’s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의 일환으로 북극 및
해양 순찰선 건조 사업이 추진됐으며, 순찰선은 북극을 포함하여 캐나다 해역에서 선박 안전 및
질서 유지, 해적 퇴치, 수색 및 구조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

그림 1. 핼리팩스 근처에서 1차 공식 시운전을 실시하는 ‘Harry DeWolf’호

출처: https://www.arctictoday.com/canadas-new-arctic-patrol-ship-begins-sea-trials/
(검색일: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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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의 북극 순찰선 추가 구입으로 해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a)
- 추가 북극 순찰선(HMCS Max Bernay, HMCS William Hall )은 핼리팩스 조선에서 현재 건설
중이며, 나머지 선반의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어빙(Irving) 조선사는 이달 초에 두 번째
신규 북극 순찰선(HMCS Margaret Brooke)건조를 시작하여 2020년 말까지 캐나다 왕립 해군에
인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영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참고자료

a) https://www.arctictoday.com/canadas-new-arctic-patrol-ship-begins-sea-trials/(2019.
12.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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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항만에 적용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 무역분쟁으로 인해 LA항만에 적용되는 관세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50만개의 일자리와
1,8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활동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나왔다.a)
- LA항만이 경제컨설팅 회사인 BST Associates에 의뢰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도출되었고
워싱턴 D.C.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되었다. LA항만 고위관리자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 농촌이 항만을 통한 수입, 수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로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항만통계에 의하면 미국 최대
항만인 롱비치항의 10월 화물량이 19.1% 감소했다.
- 반면, 무역 및 화물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전문가는 위와 같은 주장에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례로, 수입업자들은 작년 10월에 이미 높은 관세를 예상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주문을
늘려 실제로 항만의 혼잡도가 높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미국 동안의 항만들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항만들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지속해 온 결과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LA항만의 수입화물량 줄어들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 특히, LA항만은 환경규제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 경쟁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통계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로 인한 공급사슬의 혼란 및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사이에서 일부 관세를 철회하기로 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부과된 관세로 인해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특히,
건축, 건설 관련 자재 공급 비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항만에 부과되는 관세는
인근 지역을 넘어 미국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화물가치로 따지면 380억 달러 이상,
일자리는 3백만개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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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항만에 대한 관세로 영향을 받는 미국 전역의 무역 및 일자리 비중

출처: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port-los-angeles-exec-trade-war-all-us-ports/567054/
(2019. 12. 4. 검색)

■ LA항만은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히 수출이 감소했으며 11월에도 추가로 10%대 물동량 감소할
것으로 발표되었다.b)
- 미국내 자유무역협동조합측은 무역전쟁이 농업 부문에서 특히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의 해외시장 지배력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에 처해있음을 지적
했다.
- 무역전쟁과 관세의 영향으로 최근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개월 동안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출고되는 화물이
10%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세 장벽의 철회가 절실하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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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dailybreeze.com/2019/11/12/port-of-la-tariff-study-sends-out-sternwarnings-about-state-of-the-nations-trade/(2019. 12. 4. 검색)
b)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port-los-angeles-exec-trade-war-all-usports/567054/(2019. 12.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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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크레인 도입으로 APM 터미널 생산성 향상 기대

■ 멕시코 Progreso항의 유카탄 APM 터미널은 2005년 개장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중이다.a) d)
- 멕시코 Progreso항의 유카탄(Yucatan) APMT(APM Terminal)은 지난 2005년 개장 이후 지속
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약 2,260만 달러(한화 약 263억 원)를 투자했다.
-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125명의 직접 고용 및 물류망 전체에서 약 600
개의 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멕시코 Progreso항의 유카탄 APM 터미널은 양적･질적 확장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a) b)
- 유카탄 APMT는 지난 2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8만 TEU에서 14만 TEU로 증가했고, 올해는 약
20~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실적의 견실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APMT는 지난 8월 컨테이너 터미널의 야드20% 확대,
소프트웨어 최적화, 디지털 클라이언트 포털(2020년 예정) 등 터미널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우선적으로 71만 4,000천 달러(한화 약 8억 3,000만 원)를 투자하여 야드를 확장할 예정이며,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2개의 새로운 리치 스태커 확보를 위해 약 90만 달러(한화 약 10억 5,000만
원) 등을 투자했다.

■ AMPT는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하버 크레인을 도입할 예정이다.c)
- AMPT는 유카탄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약 400만 달러(한화 약 4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MHC(Mobile Harbour Crane)*을 도입했다.
* 모바일하버는 정박해있는 선박에 접근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움직이는 항구의 개념이며 모바일
하버용 크레인은 모바일 하버에 사용되는 전용 크레인을 말함
- AMPT가 도입하는 MHC는 Terex5506 모델로 높이가 약 36m, 51m의 붐과 약 125 톤의 리프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APMT는 MHC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이 약 40%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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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MT Progreso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급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새로운 MHC를 통해서
Progreso 항만의 화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APMT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림 1. AMPT에 인도될 예정인 MHC

출처: https://container-mag.com/c)(2019. 12. 11. 검색)

■ 유카타 AMPT는 규모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항만이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좋은 표본
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 Progreso항의 유카타 AMPT는 규모면에서 작은 컨테이너 터미널이지만
주변의 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새로운 투자를 통한 양질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항만 비즈니스의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 국내 항만･물류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 항만･해운물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현재에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항만･물류 산업은
앞으로도 유가타 AMPT의 사례처럼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
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안승현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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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화항, 석탄 터미널 무인화작업 실현

■ 허베이성에 위치한 황화(黄骅)항은 북중국의 중점 벌크항만으로 2억 톤 이상의 석탄을
처리하고 있다.a)
- 중국 국가에너지그룹(国家能源集团) 소속인 황화항은 북중국의 주요 벌크항만으로써, 2018년
기준 석탄 물동량은 2억 1,222만 톤으로 탕산항(2억 6,281만 톤)에 이은 중국 제2의 석탄항만이다.
황화항에는 현재 17개 석탄 선석 외에도 2개의 잡화 선석 및 1개의 유류 선석이 운영 중에 있다.
표 1. 2018년 중국 항만의 석탄 물동량 처리 순위 TOP 5
No.

항만

2017년(만 톤)

2018년(만 톤)

전년대비 증가율(%)

1

탕산(唐山)

17,739

26,281

48.2

2

황화(黄骅)

21,092

21,222

0.6

3

친황다오(秦皇岛)

21,621

20,407

-5.6

4

쑤저우(苏州, 내하항)

17,323

13,846

-20.1

5

닝보･저우산(宁波舟山)

8,471

8,683

2.5

출처 : 중국항만협회, 「2018∼2019 중국항만발전보고」, 2019. 7, p. 102.

- 특히 황화항은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인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및 샨시(陕西)성, 산사(山西)
성에서 최단 거리로 도착하는 항만으로 지리적 강점이 뛰어나다.
그림 1. 중국 주요 석탄 생산지에서 황화항까지의 거리

출처: https://mp.weixin.qq.com/s/30UH53mUbDOn03Ndg0h-Qw(2019. 12.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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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항은 2016년 부터 기술연구에 착수하여, 최근 원격조정을 통한 석탄 하역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했다.a)
- 최근 들어 중국의 많은 컨테이너터미널이 전자동화를 실현했지만, 석탄의 경우 컨테이너와 달리
표준화된 용기가 없고 정박하는 선박의 크기도 다양하여 자동화에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황화항무공사(黄骅港务公司)는 2016년 부터 기술연구팀을 조직
하여 석탄항만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연구에 매진했으며, 3년간의 연구 끝에 중국 석탄항만 중에
서 최초로 시각화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긴급처리시스템 등이 종합된 전과정 원격시스템을 구축
했으며, 올해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b)
- 황화항에 따르면,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석탄더미에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에
2명의 작업인원이 같이 1대의 기계를 조작했으나, 현재는 2명의 인원이 동시에 7대의 기계를
조작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대폭 향상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을 뿐 아니라,
인력에 의한 실수나 오차도 대폭 낮아졌다.

그림 2. 황하항의 석탄 하역 작업 및 원격조정 모습

출처: https://mp.weixin.qq.com/s/30UH53mUbDOn03Ndg0h-Qw(2019. 12. 12. 검색)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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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항만의 벌크화물 도로운송 비율 하락 가시화

■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18년 10월 ｢운송 구조조정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친환경 운송이 중점 내용으로 제시되었다.a) b)
- ｢운송구조조정 3개년 행동계획(推进运输结构调整三年行动计划)｣(이하 ｢행동계획｣)에서는 징진지
(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지역, 펀웨이평원(汾渭平原)등 지역을 중심으로 벌크화물
운송을 기존의 도로운송에서 철도 및 수상운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 또한, 그 목표로 2020년까지 전국의 철도화물 운송량을 2017년 대비 11억 톤 증가시키고, 수운
화물 운송량을 2017년보다 5억 톤 증가시키며, 연해 항만 벌크화물의 도로운송량은 4억 4천만
톤 감소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계획｣에서는 철도운송의 증가, 수운시스템
업그레이드, 도로화물 운송정비, 복합운송 속도 제고, 도시 친환경배송 및 정보자원 통합 등의 6대
'행동'을 촉구했다.

■ 중국 정부의 운송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석탄 등 공해유발 벌크화물의 항만 진입이
도로운송에서 점차 철도･수운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b)
- 지난 11월 2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운송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국 환발해(环渤
海)지역, 산동성, 창장삼각주지역의 주요 17개 항만에서 광석, 석탄 등 중점 벌크화물의 도로운송에
의한 항만 진입 비율이 2017년 67.9%에서 2019년 3분기 기준 51.4%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벌크화물의 철도 및 수운을 통한 항만 진입 비율은 기존 31%에서 42%로 상승했다.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지역 항만들의 벌크화물 도로운송 항만진입
비율 개선이 특히 눈에 띈다. 2018년 도로운송 비율이 47.3%에 달하던 상하이항은 2019년 2~3
분기 0%로 급감했고, 쑤저우항도 2019년 3분기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또한, 산동성의
칭다오, 옌타이, 르자오항도 벌크화물의 도로운송 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항만의 벌크화물 도로운송 진입 비율은 높은 편이다. 2019년 3분기 친황
다오항, 탕산항, 텐진항, 황화항의 도로운송을 통한 벌크화물 항만진입 비율은 각각 100%,
81.9%, 68.4%, 60.3% 였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항만이 아직 철도･수운 복합운송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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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17개 주요 항만의 도로운송을 통한 벌크화물 항만 진입 비율 추세(%)
No.

항만

1

다롄(大连)

2

2018년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16.5

16.6

26.1

26.5

잉커우(营口)

51.9

45.3

51.9

44.0

3

친황다오(秦皇岛)

61.3

100.0

100.0

100.0

4

탕산(唐山)

92.0

90.4

83.4

81.9

5

톈진(天津)

68.4

61.9

69.2

68.4

6

황화(黄骅)

79.7

68.9

61.3

60.3

7

옌타이(烟台)

26.1

26.9

14.3

2.0

8

칭다오(青岛)

35.4

31.2

23.5

28.2

9

르자오(日照)

57.3

53.5

43.6

46.4

10

렌윈강(连云港)

49.8

43.3

35.4

37.4

11

상하이(上海)

47.3

47.2

0.0

0.0

12

난통(南通)

0.0

0.0

0.0

0.0

13

쑤저우(苏州)

51.1

56.6

19.9

9.4

14

전장(镇江)

4.2

3.9

2.4

1.1

15

난징(南京)

0.0

0.0

0.1

0.2

16

닝보･저우산(宁波舟山)

0.0

0.0

0.0

0.0

17

원저우(温州)

1.8

18.3

0.0

0.0

출처: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2773(2019. 12.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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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능형 선박개발 추진 및 항만개발 강화정책을
동시에 추구
■ 중국 중앙정부는 지능형 선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능형 해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 정보 기술, 인공지능 및 기타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의 통합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a)
- 중국의 교통부, 사이버행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정보기술부, 재정부 등
7개 부처가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말까지 지능형 선박개발을 위한 최상위
전략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 후 2025년까지 지능형 해운의 핵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지능형 해운개발 및
혁신센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35년까지 지능형 배송 서비스, 안전,
환경 보호 수준 및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2050년까지 고품질의 지능형 배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 가이드라인에는 전략설계 강화, 항만 및 해운 인프라의 정보 및 인텔리전스 향상, 지능형 선박
기술 적용 촉진, 기술 혁신 촉진, 보안 시스템 구축 가속화, 지능형 선박 설계 및 시공 능력 향상
등 몇 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비와 시설의 보급,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리스크
모니터링 및 예방 강화, 규제 이행 강화 및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19년 11월 중순에 중국은 항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2050년까지 여러 개의
세계적인 항만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의 정부 부처와 국유기업은 향후 수 년 동안 중국 항만의 고품질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통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천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비상관리부, 관세청, 시장규제국, 중국국철그룹 등 중앙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했다.b)
-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녹색, 스마트, 안전한 항만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을 개발하고, 2050년까지 여러 개의 세계적 항만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지침은 항만 개발을 위해 친환경 항만 공사를 가속화시키고 지능형 항만, 포괄적인 항만 서비스,
하역능력 개선 등 6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 및 항만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안전한
항만공사 강화 및 통합항만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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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개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환경을 최적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sim@kmi.re.kr/051-797-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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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만청, ‘OnTrack’ 통한 실시간 철도정보 관리
달성
■ 로테르담항만청은 민간과 협업해 실시간 철도정보 공유 플랫폼 ‘OnTrack’을 개발했다.a)
- 로테르담항만청이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한 ‘OnTrack’은 로테르담 내 철도터미널에서 하역서비스
를 받고 있는 화물열차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임과 동시에 프로
그램이다.
- 철도터미널 운영사와 철도물류 이해관계자들이 주 이용고객이며, 현재 “the Dutch railway
network” 사용 승인을 받은 13개의 철도터미널 운영사 중, 11개의 운영사가 ‘OnTrack’을 사용
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즉 이용자 겸 참여자의 역할을 한다.
- 로테르담 항만(the Port of Rotterdam)의 철도 서비스 센터(RSC: Rail Service Centre)는 가장
적극적인 사용 ‧ 참여자이고, 마스블락테(Maasvlakte) 내 모든 컨테이너터미널이 ‘OnTrack’ 주요
참여자이다.

그림 1. ‘OnTrack’ 화면 예시

출처: https://www.portofrotterdam.com/en/ontrack(2019.12.12. 검색) 기반 저자 수정

■ ‘OnTrack’은 6개의 핵심 기능 및 속성을 포함한다.b)
- 모든 사용 ‧ 참여자는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단일정보에 접근한다. 이는 복수의 정보에 접근해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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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의 현재 위치, 목적지, 예상 및 실제 도착시간, 하역현황 등 핵심정보를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 스마트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 실시간 작업 및 현황 정보 갱신을 통해 사용 ‧ 참여자들이 각자의 물류작업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을 개선한다.
- 데이터와 정보를 입 ‧ 출력하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작업흐름에 관계없이 ‘OnTrack’ 사용 ‧ 참여
를 가능하도록 한다.

■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자원이용의 효율을 개선한 것이 핵심 효과라 볼 수 있다.
- 열차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열차 ‧ 철도터미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과거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정보전달의 시간, 정확도 및
편리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도착예정시간을 지키지 못한 열차에 하역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터미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장소로 열차를 할당해 자원이용효율을 개선한다.a)

■ 우리나라도 ‘OnTrack’ 같은 정보공유플랫폼 활용을 촉진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유플랫폼은 정보교환의 시간을 단축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타인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참여를 꺼리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OnTrack’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터미널 운영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어떤 합의를 거쳐 참여를 유도했는지 보다 면밀히 파악해 국내에서도 정보공유플랫폼 활용을 촉진
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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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rsc-makes-moreeffective-use-of-capacity-thanks-to-ontrack(2019.12.12. 검색)
b) https://www.portofrotterdam.com/en/ontrack(2019.12.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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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니즈에 따른 식품안전 테스트시장 성장 및 식품
공급망 구조 변화
■ 소비자의 식품 공급망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 솔루션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a)
- Natural Products Insid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4%가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며, 34%는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타 브랜드로 구매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ROI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식품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 보다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기업을 대상으로 한 Sprout Social 설문 결과, 응답자의 85%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련함으로서 기업 이미지･성과 등을 제고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여 식품안전 테스트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약 66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
- Technavio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 테스트시장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2020~2024년)을 약 8%로
예측했으며, 2024년에는 약 66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식품 품질을 개선하고 식품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식품 리콜(recall)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을 극대화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에 식품제조업체와 식품 테스트 실험실 및 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 식품 공급망 투명성 증진에 대한 요구는 공급망 체계 및 공급사슬 협력관계(식품제
조업체-안전성 테스트 공급업자 등)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항만연구본부 스마트항만연구실 조지성 전문연구원
jisungjo@kmi.re.kr/051-79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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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foodlogistics.com/technology/news/21096965/consumers-want-transp
arency-in-the-food-supply-chain(2019.12.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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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보리(Gothenburg)항 APM Terminal, 탄소배출량
저감계획 본격 시행 a)
■ 최근 예테보리항 APM Terminal은 친환경 운영전략인 ‘Green Gothenburg Gateway’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30년까지 항내 탄소배출량의 70% 저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Green Gothenburg Gateway’ 전략에는 ‘재생가능연료(renewable fuel)’로만 작동하는 하역기
기의 운용, 항내 화물의 철도운송 이용률 증대 및 화물 양･적하 작업의 최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전략은 특히 전기식(電氣式) 크레인과 게이트 설치 및 운영건물의 바이오가스(bio-gas) 난방시
스템 가동 등 혁신적 수단을 총동원해 화석연료 ‘제로(0)’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20년까지 터미널 내 약 40개 이상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 취급 장비는 화석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료인 ‘HVO100’를 사용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향후 3년간 항내 인입철도 이용 운송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APM Terminal은 터미널의 철도관리 시스템 및 처리용량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예테보리 항만공사(Gothenburg Port Authority)는 예테보리항 철도시설 현대화 작업 원활
화를 위해 약 5천만 유로를 투자한 상황이다.
그림 1.예테보리항 APM Terminal 전경

이경한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051-797-4696, trumanlee@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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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green-gothenburg-gateway-launched-by-apm
-terminals(2019. 12.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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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운선사 하팍로이드, 아프리카･지중해 허브 구축
위해 모로코 항만에 10% 출자 a)
■ 독일 해운선사 하팍로이드는 모로코 탕헤르(Tangier) 제2신항 컨테이너 터미널3(TC3)의
지분 1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12월 2일 자사 뉴스).
- 타 경쟁 선사의 터미널 운영사업 진출에 비해 하팍로이드는 지금까지 해운업을 고수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이번처럼 컨테이너 터미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 Maersk, MSC, CMA-CGM, COSCO 등 세계 굴지의 컨테이너 선사들은 각각 APM Terminals,
TIL(Terminal Investment Limited), Terminal Link, COSCO Shipping Ports 등 그룹 내에
대형 터미널 운영사를 두고 있다.
- 이에 비해 하팍로이드는 본사가 위치한 함부르크항의 알텐베르더 컨테이너 터미널(CTA: Container
Terminal Altenwerder)에 25.1% 출자한 외에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이력이 전무하다.
- 이번에 하팍로이드가 출자한 모로코 탕헤르항 TC3는 2019년 7월에 개항했고 연간 150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0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TC3의 지분 구성은, 하팍로이드 지분 10% 외에 모로코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마르사 마록
(Marsa Maroc)이 50%+1주를 소유하고, 유럽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컨트쉽 이탈리아
(Contship Italia)와 유로게이트(Eurogate)가 공동으로 40%-1주를 소유하고 있다.
- 하팍로이드는 이번 탕헤르 제2신항 TC3 출자를 통해 필요한 berth window1)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 모로코 탕헤르항은 지브롤터 해협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중해 항로에서
중요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 탕헤르항은 모로코 최대 산업지역인 탕제(Tanger)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요 허브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 2019년 7월에 개항한 탕헤르 제2신항에는 이번에 하팍로이드가 지분을 인수한 TC3 외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TC4 등 2개의 신규 터미널이 건설되어 있다.

1) berth window란 본선이 선석(berth)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대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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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탕제에 자동차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으며 유럽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그림 1. 모로코 탕헤르(Tangier) 제2신항 TC3 전경

출처: https://www.hapag-lloyd.com/en/news-insights.html

한성일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han@kmi.re.kr/051-79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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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hapag-lloyd.com/(2019. 12. 12. 검색)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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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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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