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19
Monthly Report

Global Issue

월간동향
해양동향

www.kmi.re.kr/globalnews

해운동향

공해와 심해저 해양환경 보호 협약 초안작업 가시화

내년 북미항로 THE ALLIANCE 우세 및 선사의 수급균형 노력 예상

일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예산 확충 추진

일본·노르웨이, 배터리 구동 선박 운항 개시

수산동향
중국,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범장망어선’ 규제 강화
미국 FDA,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 제안

항만동향
태국 관세당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물류플랫폼 트레이드렌즈에 참여 결정
격화되는 아시아 환적항 경쟁과 시사점

Global Issue

Ocean & Fisheries
Shipping & Port
For more, visit kmi.re.kr

VOL.9

3 공해와 심해저 해양환경 보호 협약 초안작업 가시화

27 중국,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범장망 어선’ 규제 강화
47

5 일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예산 확충 추진

49 미국 FDA,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 제안

7 8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양식어업･해양관광･친수문화 기사

51 미래 식량자원 크릴새우 국내외 동향

대폭 늘어
9 EU-중국, 국제 해양 분야 파트너십 더욱 강화
11 유명 관광지, 다양한 오버투어리즘 대응방안 시행
14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마리나 개발 및 재개발 추진

54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새우 공급시장의 변화
57 유럽, 식물기반 트렌드와 함께 해조류 시장 성장세
59 FAO, 아시아 지역 양식 생산량, 세계 양식 생산의 90% 이상
차지

16 산업단체, 해양플라스틱 펠릿 유실 방지조치 강화

62 노르웨이, 최근 중국의 연어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세

18 바다를 위협하는 해양 열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64 과잉 어획과 기후 변화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상호연관성

20 러시아 해상원전 가동에 중국･한국 관심 고조

66 IUU 어업, 개도국의 수산자원 및 지역경제에 큰 손실 초래

23 중국 투먼-북한 칠보산 관광열차 운행 재개

68 전자 조업 모니터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25 북한 선박, 중국 근해서 포착 … 억류 여부 주목

70 2019년 9월 중국, 미국산 수산물에 대해 10% 추가 관세

27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새로운 의장단 선출

인상 전망

29 딜레마에 빠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72 마스코트를 활용한 수산 기업 마케팅 전략

31 일본 해병대 ‘수륙기동단’의 군사훈련 주목해야

74 새로운 유통채널이 가져온 중국 수산물 유통시장의 위기와

33 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개최
35 인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
37 케냐-소말리아, 해양경계문제로 외교관계 파탄
39 중국-베트남, 남중국해 해양자원 개발 분쟁 격화
41 EU, 선박쓰레기 처리 항만 수용시설 지침 개정
43 인도양 온난화, 대서양 해류에는 긍정적 영향 주나

도전
76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의 성장 잠재력
78 ‘지속가능성’ 규범 확산과 수산자원의 변신
81 일본, 수산정책 개혁에 박차
84 내수면 양식업,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발전 모색해야
86 중국,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바닷가재 주요 수입국 변화
88 2018년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 산정 결과 및 시사점

59
93 내년 북미항로 디 얼라이언스 우세 및 선사의 수급균형 노력
예상
95 일본･노르웨이, 배터리 구동 선박 운항 개시
97 미래 선박의 변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99 프랑스 선사 CMA CGM, 북극해 항로 운항 중단 발표
101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 성장세 가속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요 집중
103 잇따른 원격조종 가능 선박 실험 성공의 의미
105 캐나다, 유기 선박 문재 해결책 적극 모색
107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한 일본 기업결합심사 사전절차
개시
109 저유황유 사용 위해 선박 탱크 세정 작업 긴요
111 인도네시아 연안항로 SOx 규제 예외 조치 철회

81 태국 관세당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블록체인
115
기반 물류플랫폼 트레이드렌즈에 참여 결정
117 격화되는 아시아 환적항 경쟁과 시사점
119 중국 동북지역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지정,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예상
12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구역 신설, 양산항을 통한
‘연해운송’ 대외 개방 검토
124 Loadsmart와 Maersk, 미국 항만 공동 투자
126 러 캄차트카 주, 자원 수출을 위한 북극항로의 환적 거점으로
부상
129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항만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대
131 파키스탄 항만, 양적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필요
133 앤트워프항, 아마존과 군집드론 테스트 실시
135 급변하는 배선 전략, 기후 등 제반 여건변화,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의 경영환경에 지속 영향
137 CMA CGM, 로테르담항~독일 간 신규 철도서비스 도입
139 제1차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 컨퍼런스, 내년 5월
개최 예정
141 인도, 근거리 해상 운송 서비스 확장으로 수요 다변화 계획
143 노르웨이 항만, 배출가스 억제 위한 계약 체결
145 항만산업, 5G 솔루션 개발 선도
147 인도 카키나다항, LNG 터미널 개발 착수
149 선사 주도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가속화
151 Uber Freight 시카고에 본사 개설
153 페덱스, 남미 물류시장 공략 위해 카젝스 인수
155 북극 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 주요국 및 선사의 동향
157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인도 정부,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해상루트 개설을 협의
159 상하이 해운 거래소와 CargoSmart 파트너십 체결
161 2019년 상반기, 흑해 지역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분석
163 로테르담항, 친환경 항만 이니셔티브 추진
164 유럽 암스테르담항, 2019년 상반기 사상 최대 환적물동량
기록
166 일본 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 우리나라 20.2%로 3위~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주류

공해와 심해저 해양환경 보호 협약 초안작업 가시화

■ 지난 8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1)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제3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a) b) c)
- 지구표면의 절반에 이르는 공해(high seas)는 자유로운 해양활동의 대상인 반면에 그에 대한 오염,
과잉 어획 및 탐사, 서식지 파괴 등 거버넌스 부족으로 인한 해양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2017년에 UN은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를 설치함으로써 공해 및 그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9년 제2차 정부간회의 이후, 의장이 회람한 최초의 협정문언(treaty text) 형태의 초안문서를
바탕으로 8월에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각국의 의견이나 신규 조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국제해양환경협약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그림 1. 제3차 BBNJ 정부간회의 진행 모습 (뉴욕 UN본부)

출처: https://enb.iisd.org/oceans/bbnj/igc3/(2019. 9. 17. 검색)

■ 협정문 초안은 일반적인 국제협약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해양유전자원과 이익 공유, 해양
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a) b) d) e)
-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관련 규정에서는 적용원칙 및 범위, 공해상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식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1)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란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
수역(EEZ) 등 국가의 관할수역의 범위를 벗어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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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구역(지역기반관리수단) 부문에서는 공해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
하고 그에 적합한 보전관리조치(conservation management measures)를 채택하여 조업이나
항행 등 공해상의 활동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어업이나 해양과학조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규정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해양과학기술 이전의무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다수 국가들이 BBNJ 협정문 초안의 신속한 마련을 희망함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
이며,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주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대양연구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a) e) f)
- 제3차 정부간회의에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공해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정문의 신속한
마련을 주장하면서, 2020년까지 성안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초안문서 작업이 예상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구･산업적 위치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EU의 경우 BBNJ 협정의 채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해관
계자의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성안될 BBNJ 협정이 우리나라의 공해상 활동에 가져올 실제적･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지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가 필수적이다.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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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예산 확충 추진

■ 일본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내년에 각 부처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a) b)
- 일본은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제로(zero)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을 발표했다.
-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각관방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쓰레기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를 책정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일본의 각 부처들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일본 환경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회수·처리 비용 지원과 해양
쓰레기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b)
- 일본 환경부는 현재 해안에 표류하는 쓰레기와 해저 쓰레기를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회수･처리하는 경우 비용의 70~90%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이 해양쓰레기 대책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는 2019년도 예산으로 4억 엔.
2018년도 제2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31억 엔의 환경부 예산이 투입되었다.
- 일본 환경부는 내년도(2020년) 전체 예산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40억 엔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보조금 지원 예산의 10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일본 교육부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어업인들이 저인망 등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인양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정･촌(市町村)이 소각 등의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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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도도부현 해양플라스틱 수거‧집하 프로그램

주: (좌) 에노시마(江の島)해변에서 개최된 해양쓰레기 저감 행사에 참석한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부장관
(왼쪽에서 두 번째) (우) 수거･집하된 페트병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82200817&g=soc&p=20190822at42S&rel=pv(2019. 9. 5. 검색)

■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생분해성 소재·대체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c) d)
- 기존에 일본에서 발생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금수조치와 더불어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를 대비해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존 재활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효율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78억 엔을 예산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예산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또한, 식물을 원료로 제작하여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지원비용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출량을 추정･검토하는 비용도 2020년도 예산 요구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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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mofa.go.jp/mofaj/ic/ge/page25_001919.html(2019. 9. 5. 검색)
b)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82200817&g=soc(2019. 9. 5. 검색)
c) https://www.meti.go.jp/press/2019/05/20190507002/20190507002.html(2019. 9. 5.
검색)
d) https://www.kankyo-business.jp/news/022405.phpl(2019. 9.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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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양식어업･해양관광･친수문화 기사
대폭 늘어
■ 8월 한 달 동안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관련 기사 중 양식어업과
해양관광･친수문화 관련 보도가 지난달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노동신문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사는 48건이 보도되어 7월 23건, 6월 2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달 각각 7건, 5건 보도되었던 양식어업과 해양관광･친수문화 관련 기사가 각 15건, 14건
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 어로어업 분야 기사도 지난 달 3건에 비해 8건으로 늘어났으며, 간척･연안관리와 해양환경･자원
관리 기사도 지난 달 각 4건, 2건에 비해 각 5건, 3건으로 늘어났다.
표 1. 2019년 8월 노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 관련 보도 분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

간척･
연안관리

해운항만

8

15

2

5

-

해양관광･ 해양환경.
친수문화 자원관리
14

3

기타

합계

1

48

출처: 노동신문 기사를 토대로 분류

■ 양식어업 분야 기사의 대부분은 전국 각지 양어장 개발 및 생산성과를 홍보하는 기사
였다.a) b) c) d)
- 최근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쉬운 장점을 들어 내수면 그물우리양어(가두리 양식)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많은 양어장이 새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에 그물우리양어장이 새로 들어
섰으며, 평양의 대동강과 보통강 그물우리양어장에서 확장 및 현대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
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남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그물우리양어장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 산턱의 옹벽을 유리로 막아 양어장으로 만든 이른바, ‘수족관식 양어장’
이라고 자랑했다. 평안북도 운산군에서는 8월 18일, ‘운산메기공장’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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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친수문화 관련기사는 여름을 맞아 해수욕장 등 해안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e) f) g) h) I) j) k)
- 노동신문은 8월 한달 간 남포의 서해갑문 해수욕장, 황해남도 용수포 해수욕장, 함경북도 칠보산,
함경남도 함흥의 마전 해수욕장 등 해안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사 6건을 보도했다.
- 북한은 1960년대부터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정해 각 급 학교 및 기업소별 해양체육활동을
권장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사도 3건 보도되었다.
- 방학을 맞아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으로 ‘사회정치활동’ 이라는
명칭의 지원 활동을 떠났으며, 평양 보통강변에서 ‘낚시질경기’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었다.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7113071-686959204/늘어나는-그물우리양어장/
(2019. 9. 10.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6766918-850693016/날로-높아가는양어경쟁열풍/(2019. 9. 10. 검색)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5299270-760718929/산골에-차넘치는-축산자랑양어자랑/(2019. 9. 10. 검색)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6162136-555082621/운산메기공장-준공식-진행/
(2019. 9. 10. 검색)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4608061-345289029/동서해명승지에-넘치는해수욕-해양체육열풍/(2019. 9. 10. 검색)
f)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5475642-439530523/서해명승-룡수포를-찾아서/
(2019. 9. 10. 검색)
g)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5648448-939140854/동해명승-칠보산을찾아서１/(2019. 9. 10. 검색)
h)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6594657-480777894/동해의-명승-마전유원지를찾아서/(2019. 9. 10. 검색)
i)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4608049-117381284/건장한-체력과-굳센-의지를키워가며/(2019. 9. 10. 검색)
j)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4608055-474750132/흥성이는-문명원/(2019. 9.
10. 검색)
k)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7113017-292014202/보통강반의-이채로운-풍경/
(2019.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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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국제 해양 분야 파트너십 더욱 강화

■ EU와 중국은 파트너십 체결을 비롯하여 해양문제에 대하여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a)
- 2017년 유럽연합(EU)과 중국은 ‘EU-China Blue Year in 2017’을 구성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7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해양을 위한 블루 파트너십(Blue
Partnership for the Oceans: towards better ocean governance, sustainable fisheries
and a thriving maritime economy)’을 체결했다. 이 파트너십은 EU가 체결한 최초의 해양 파트
너십이며, 해양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틀을 제시했다.
- 2019년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의 촉진과 불법어업(IUU)의
방지에 대한 협력 등 블루 파트너십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EU와 중국은 9월 5일 양국 간 제1차 블루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 해양거버넌스의
개선에 대한 이행 조치들을 검토했다.a)
- 이번 블루 파트너십 포럼은 세 가지 주제에 있어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을 같이 했다.
- 1) 블루 이코노미와 블루 이코노미의 금융에 관한 원칙: 양국의 이해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의 이용과 생태계 복원에 많은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금융기관은 금융 흐름을 주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블루이코노미 금융 이니셔티브와 원칙은 해양문제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될 것이다.
- 2)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국제협력: EU와 중국은 모두 세계 선진 수산업 국가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항만국 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의 비준, RFMO(지역수산관리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의 성과 개선, IUU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및 수산
데이터 투명성 강화를 포함하여 기존 법적 체계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3) 해양공간 계획 및 해양보호지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도구: 포럼 참가자들은 이러한 도구
개발에 서로 다른 부문(과학, 비즈니스, 공공기관, NGO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중국은 해양 보호 지역 계획과 함께 세계 해양 공간 계획의 발전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이 올해 10월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에서 2개의 남극 해양보호지역 건설계획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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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럼은 EU와 중국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해양 파트너십의 이행
방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a) b)
- 카르메뉴 벨라(Karmenu Vella) 유럽위원회 환경위원장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거버
넌스 체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촉진, 해양 연구 및 자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203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 특히 ‘SDGs 14’(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U와 중국의 블루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해 벨라 위원장은 EU는 중국과 해양 파트너십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길 원하며, 공동 영향력을 사용하여 세계적 해양 주도국이 되며, 해양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은 2020년에도 블루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과 IUU를 포함한 어업문제와 해양법 및
극지에 대하여 고위급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예나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a) https://ec.europa.eu/fisheries/press/eu-and-china-join-forces-improve-international
-ocean-governance_en(2019. 9. 16. 검색)
b)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9/07/c_138371914.htm(2019. 9.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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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다양한 오버투어리즘 대응방안 시행

■ 세계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과잉관광(Overtourism)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a)
- 저가항공사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의 증가, SNS 영향력 증가 등으로 관광시장이 급속도로 성
장하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육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하와이의 카우아이 하에나 주립공원은 지나친 관광객 밀집으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했음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알려진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섬을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 특히 크루즈 관광이 활발한 유럽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b) c)
- 스페인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리프 등 연안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들은
크루즈 관광객 집중으로 환경훼손 및 사회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크루즈선사인 카니
발은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2만 7,000 리터의 쓰레기를 투기해 2,000만 달러(한화 약
238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크루즈선의 연료는 일반 디젤보다 약 2,000배 많은 황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정박하는 지역의 대기 및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 각국과 지역 주민들은 오버투어리즘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스페인 마요르카 지역 주민 1만 1,000명은 하루 1척의 크루즈선만 정박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의 관광 반대 시위가 빈발함에 따라
하루에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선 척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 산토리니는 하루에 입도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8,000 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베니스는 9만 6,000 톤을 초과하는
크루즈선의 정박을 금지하고 있다.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는 젠트리피케이션과 크루즈선 정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에는 2척, 오후에는 3척으로 하루에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선 척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일일 관광객 수도 제한해 매일 4,000명만 해변을 출입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관광객마다 2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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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 주민의 관광 반대 활동

하와이 하에나 주립공원

바르셀로나

출처: (좌) https://www.staradvertiser.com/2019/06/18/breaking-news/kauai-protestors-block-tourists-fromentering-kuhio-highway-into-haena/; (우)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29/barcelona
-residents-protest-high-rents-fuelled-by-tourism(2019. 9. 18. 검색)

■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d)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관광객이 14억 명 규모라라고
발표했다. 또한, 관광산업이 세계 총생산 중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저가항공사의 증가와 각국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이 관광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비교적 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유명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
중 약 71%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상품을 원하며, 이 중 68%는 관광객들의 지출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즉, 관광객들은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관광을 바라고 있다.
-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반 관광객 정서 심화로 환경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관광객 집중이 관광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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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https://www.thenational.ae/lifestyle/travel/the-trouble-with-travel-what-s-being-done
-to-combat-overtourism-1.896492(2019. 9. 18. 검색)
b) https://www.insider.com/cruise-ships-environmental-impact-tourism-2019-9(2019.
9. 18. 검색)
c)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sep/16/a-rising-tide-overtourism-and-the
-curse-of-the-cruise-ships(2019. 9. 18. 검색)
d) https://en.businesstimes.cn/articles/118138/20190904/prince-harry-launches-travalyst
-promote-sustainable-travel.htm(2019. 9. 18. 검색)

| 13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마리나 개발 및 재개발 추진

■ 그리스 크레타섬에 초호화 마리나 리조트가 개발될 예정이다.a)
- 그리스 크레타섬 동부지역에 6억 유로 규모의 마리나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는 202선석의 대형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역 12만 3,000 평방미터, 부지 4만 3,000평방미터의 리조트
형태이다. 마리나 리조트 개발은 러시아 부동산 개발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크레타섬의
주요 해양레저관광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의 마리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싱가포르 회사인 One 15° 마리나가 뉴욕 브루클린에 개장될 예정이다.b)
-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50년 만에 새로운 마리나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브루클린 남쪽으로 최대
200피트 요트를 수용하고 맨해튼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인 One 15°마리나가
개장된다. 싱가포르 회사인 One 15°마리나는 싱가포르 센토사 코브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는 리조트형 마리나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며, 개장 이래 아시아 최고 마리나로
7회 선정된바 있다.
- 새로 개장하는 마리나의 4분의 1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마리나
내에는 세일링 클럽,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 지역의 해양레저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마리나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c) d)
- 스웨덴 서해안에 위치한 스카함(Skärhamn) 마을의 오래된 산업 항구 지역은 SF 마리나 개발사와
협력하여 항만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SF는 플로팅 마리나를 설계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것임을 밝혔으며, 2020년 3월에 부유식 콘크리트 방파제가 건설되면 160선석의 계류시설이
설계될 예정이다.
- 영국 잉글랜드 남부 햄프셔 뷸리강에 위치한 마리나의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 마리나는
1971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화 된 시설을 보수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반
영하기 위하여 마리나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개발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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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새로운 마리나 개발이 추진될 예정
이다.d)
- 우리나라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립될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통하여 국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선정된다. 그러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질적으로 마리나항만의
개발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추진 중인 곳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마리나항만의 현실적인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의
저변확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참고자료

a) http://www.ekathimerini.com/244196/article/ekathimerini/business/marina-approved-for
-planned-elounda-hills-resort(2019. 9. 18. 검색)
b) https://www.powerboat-world.com/news/221523/New-Marina-opens-in-Brooklyn
(2019. 9. 18. 검색)
c) https://www.maritimeprofessional.com/news/marina-breathe-life-into-swedish-350405
(2019. 9. 18. 검색)
d) https://www.rya.org.uk/newsevents/news/Pages/bucklers-hard-temporary-closure.aspx
(2019. 9.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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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체, 해양플라스틱 펠릿 유실 방지조치 강화

■ PlasticsEurope은 생산자 유발 미세플라스틱인 펠릿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OCS(Operation Cleans Sweep)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a) b)
- 펠릿 유실 방지를 지원하는 OCS 프로그램 강화는 PlasticsEurope*이 유럽연합과 함께 진행하는
‘Plastics 2030, Voluntary Commitment’에서 제시된 최우선 과제이다.
- 최근에 발표한 PlasticsEurope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플라스틱의 98% 이상을 생산하는
500개 회사가 OC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에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평가수단 및 인증 체계를 개발하며, 항만, 클러스터 및 기타
협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 PlasticsEurope은 31개 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산업협회이며, 100
여개의 회원사들의 순환성과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 OCS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가치사슬을 따라 적절한 펠릿 유실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예방한다.b)
- OCS은 플라스틱 펠릿 생산자뿐만 아니라, 운송업자, 유통업체, 구매자 등 가치사슬에 속한 모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 그리고 OCS에 가입한 플라스틱 펠릿 취급 회사는 펠릿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6가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6가지 이행 조치: ① 유실 방지를 현장 개선, ② 산업용 플라스틱 원료 유출을 줄이기 위한 내부
절차 작성 및 게시, ③ 유실 방지, 격리, 청소 및 폐기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책임 부여, ④ 정기적
으로 감사 실시, ⑤ 산업용 플라스틱 유실차단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⑥ 파트너 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장려

■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펠릿 유실 방지를 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다.c)
- OCS는 1991년 미국에서 플라스틱 산업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펠릿 유실에 대한 플라스틱 산업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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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Plastic Strategy’에서, G7은 ‘Plastics charter 2018’에서 해양 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생산자에 의한 플라스틱 펠릿 오염을 강조하였다.
-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은 최근 강화된 OCS-Blu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22년
까지 모든 회원사들이 OCS Blue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다.
- 텍사스 환경 품질위원회(Feder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는 지난 1월에 플라
스틱 펠릿 생산업체인 Pososa Plastic Corp.에게 펠릿의 과도한 수로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2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녹색투자 그룹인 As You Sow는 Chevron, DowDuPont, ExxonMobil, Phillips 66을 상대로
펠릿 유실현황 및 방지 노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요청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

■ 국내 플라스틱 생산, 유통, 사용업체의 OCS 가입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펠릿은 소비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와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작게 제조되었으나,
마이크로비즈는 달리 펠릿의 생산, 유통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으로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지만 우리나라 플라스틱 기업은 아직 OCS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펠릿 유실 방지에 대응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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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위협하는 해양 열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해양 열파가 발생해 해양 생물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a) b)
- 2014년과 2015년 미국 서부 해역에 큰 영향을 끼친 해양 열파는 공포 영화의 이름을 따서 ‘the
Blob’이라고 불렸으며, 최근 그와 같은 양상의 해양 열파가 캘리포니아, 우루과이, 호주 인근에서
관측되었다.
-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영향을 준 ‘the Blob’은 기록된 것 중 가장 유해한 조류 대증식을
일으켜, 꽃게잡이와 조개잡이가 한동안 중단되었다. 또한, 해양 먹이 사슬의 변화로 인해 어미 바
다사자가 먹이를 잡으려면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고, 수천 마리의 새끼 바다사자들은 해안에 발이
묶여 있었다. 2017년의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 남부에서 1억 마리의 대구가 사라졌으며, 2년
동안 어류 개체수가 70% 감소했다. 또한, 혹등고래 개체수가 30% 감소하였으며, 50만 마리의
바닷새가 죽었다.

그림 1. 2014년 발생한 ‘the Blob’과 현재 해양 열파의 모습

출처: https://www.sciencealert.com/gigantic-heatwave-brewing-in-the-pacific-threatens-a-return-of-theblob(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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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열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 b)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남서
부수산과학센터(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는 해양 열파가 대기 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 패턴이 바뀌어 바다 표면에서 많은 바람과 폭풍우가 발생
하지 않아 해수가 섞이지 않으면 그 온도는 상승하며, 이는 해양 열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또한, NOAA는 최근 몇 년간 해양 열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도
영향을 끼친 결과이며, 또한, 이로 인해 바다는 더 많은 열을 흡수했다고도 덧붙였다.
- 2018년 연구에 따르면, 1925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해양 열파 주파수는 34% 증가했으며, 평균
지속 시간은 17% 증가했다.

■ 해양 열파 발생이 반복되면 해양생물의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인간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a) b)
- NOAA는 해양 열파가 한 해 발생한다면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반복되어 발생한다면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해양 생물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수명이 긴 생물은 해양 열파보다 오래 살아남고,
미생물들은 쉽게 해양 열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어와 같이 수명의 길이가 중간인 종들은
번식을 반복하는 중에 해양 열파의 악영향이 쌓일 수 있다.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생물들도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어업과 같이 해양생물 기반 산업을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다. 2014년과
2015년의 ‘the blob’ 발생 이후, NOAA는 어업 재해를 수차례 선포하고 피해 어민을 구제했다.

최수빈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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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상원전 가동에 중국･한국 관심 고조
■ 러시아 해상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호가 가동준비를 마치고
북극해로 출항했다.a) b)
- 러시아가 북방 지역 확장 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한 첫 해상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는 대형
바지선에 원자로 2기를 설치한 형태이며, 길이 140m 넓이 30m의 크기로 대략 70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약 40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회사 로사톰(Rosatom)이 10여년에 걸쳐 제작한 아카데믹 로모노소프에는
과거 핵 추진 쇄빙선에 쓰였던 것과 유사한 KLT-40S 소형 원자로 2기가 장착되어 있다.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이 원자로는 약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80㎿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으며 빙하 충돌에 따른 충격이나 최대 7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로사톰은 원전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이 해상원전이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위한
일종의 시험 프로젝트라고 소개하였다.
- 해상원전 보호를 위해 러시아 방위군(Rosgvardia)은 민간 경호 서브유닛(sub-units of nongovernmental security) 제도를 만들어 외주업체를 고용해 해상원전 보호 전략을 수립하였고
로사톰과 협업하여 해상원전의 방어체계를 구축 및 연습을 실시하였다.
- 이 해상원전은 8월 23일 러시아 무르만스크(Murmansk) 항구를 출항하여 도착지인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페벡(Pevek)으로 대략 3,000마일(5,000km)을 이동할 예정이다.

■ 환경문제, 환경단체 해상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a) c)
- 실질적으로 원자력의 해상에서의 활용은 신개념 공법이 아니다. 기존에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해상에서 사고가 난 전력이 있다.
- 2019년 7월 1일 로샤리크(Loshrik) 핵잠수함의 화재로 선원 14명 사망, 같은 해 8월 8일 미사일
실험 중 러시아 과학자 5명 사망. 2000년 8월 12일 또 다른 핵잠수함인 쿠르스크(Kursk)가 바렌
츠해역에서 침몰되어 118명 전원 사망하였다. 최근 과학자들은 1989년 바란츠 해역에서 침몰된
걸로 추정된 핵잠수함 콤소몰레츠(Komosomolets)의 원자로가 고준위 방사선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선박에 원자로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50년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1960년
대 군수 선박이었던 찰스 쿠글(SS Charles H. Cugle)호에 소형원자로를 탑재하여 선박형 원전으로
파나마 운하 지역에 정박하며, 1968년에서 1976년까지 미 육군에 전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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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듀 대학(Purdue University) 로버트 빈(Robert Bean) 핵공학 교수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믹 로모노소프에 장착된 소형원전인 KLT-40S은 이미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기존의 형태와
다를 뿐이지 안정성에서 덜 안전하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그린피스(Greenpeace)
는 블로그를 통해 다음 체르노빌 사태는 북극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해상원전 가동을
비난하였다.

■ 소형원자로는 군사화가 용이하기에 미-러 안보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a) d)
- 또 다른 문제는, 북극해 지역의 안보문제이다. 러시아 정부는 해상원전 활용방안으로 북극해 일대에
고립된 지역인 추코트카 지역 자원 채굴 현장 및 석유시추선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민간용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해상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시베리아 동부로 이동할
경우 미국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미국 국방부는 ‘북극전략보고서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극
지방 진출이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 해당 해상원전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원자로는 기존에 군사용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의 추진체와
동일한 기종으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중국 또한, 해상 원전 개발을 시작하다.e) f)
- 3월 20일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Huanqiu Shibao)는 중국이 첫 해상원전 건설에 착수한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의
자회사인 중국핵동력연구설계원(NPI, Nuclear Power Institute)의 원장인 루오 치(Luo Qi)는 올해
산동성 앞바다에서 중국의 첫 해상원전을 착공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루오 원장은 해상원전
형태는 공간의 제약이 적으며 지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해상원전의 용량은 10만KW로 육상 원전의 10% 출력이지만 소형으로 공간의 제약이 적으며 이
동이 자유로워 시추선, 오지 및 낙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 중국은 2015년 4월부터 해상원전 건설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고 가장 필요한 핵 추진 해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선박중공그룹이 30억 위안을 투자해서 2018년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산둥성 현지 신문인 치루신문(Qilu Evening News)은 2018년 11월에 중국핵
공업집단이 14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즉, 중국은
해상원전 건설을 목표로 2015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 및 투자를 해왔으며, 2021년 가동을 목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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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부터 해상원전 개발에 동참하다.g) h)
-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원자력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를 내고
해양 해저 탐사선용 원자력 전력원 및 우주 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에 관한 연구 과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원자력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
간을 연구 기간으로 정하고, 총투자금액은 2년간의 1단계 연구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결정한
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황일순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극지 및 해양, 해저 탐
사선과 부유식 발전선용 원자로 개발이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투자금은 총 36억 원으로 울산광
역시가 6억, 정부가 30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극지와 해양, 해저를 탐사하는
장비와 해상원전용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경호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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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ttps://news.joins.com/article/23352554(2019. 9. 19. 검색)
h)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8525(2019. 9.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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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먼-북한 칠보산 관광열차 운행 재개

■ 지난 7월 중국 언론은 투먼과 북한 칠보산 사이의 열차 관광이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a)
- 중국 언론은 중국 투먼에서 출발하는 북한 칠보산 관광열차가 지난 7월 19일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 열차에는 39명의 관광객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두만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 함경북도 남양역에서 칠보산 관광열차에 탑승했다.
- 관광 일정은 3박 4일이며, 북한의 칠보산 관광과 해산물 시식, 온천 목욕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 북한 노동신문은 8월 한 달 간 칠보산을 소개하는 기사를 3건이나 연속으로 보도 하며
칠보산을 세계적인 명산이라 자랑했다.b) c) d)
- 노동신문은 8월 13일 ‘동해명승 칠보산을 찾아서(1)’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칠보산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보도했다.
- 이 기사에서 북한은 칠보산을 조선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소개하며, ‘웅장하고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수려하고 황홀한 수림미와 바다경치가 한데 어울린’ 명산 중의 명산이라고 자랑했다.
- 또한, ‘해경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이 장관이며 상어, 복어, 가자미 등 물고기 떼가 열을
지어 산으로 오르는 형상의 ‘어군대’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전했다.
- ‘어랑단’에서 남쪽의 ‘무수단’에 이르는 수십km 구간에 펼쳐진 바다와 해안경치를 칠보산의 명승지
중 하나인 ‘해칠보’라고 전하며, 긴 해안선을 따라 깎아지른 듯 한 절벽과 기암괴석들, 기묘한 섬들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특이한 경치를 펼쳐 준다고 소개했다.

■ 국내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웹사이트를 통해 ‘백두산-칠보산’ 관광을 홍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e)
- 북한은 지난 8월 19일부터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을 통해 ‘조선국제여행사
에서는 여러 나라의 여행사들과 협력하여 전세기에 의한 백두산-칠보산 지구관광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 ‘조선관광’ 웹사이트에는 이 관광 상품을 함께 진행할 중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여행사의
연락처와 주소가 안내되어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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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칠보산, 해칠보 달문 바위

출처: chosun.com, http://san.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2594.html(2019. 9. 10. 검색)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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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중국 근해서 포착 … 억류 여부 주목

■ 중국 근해를 맴돌던 북한 선박이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
- NK Pro 선박 추적기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8월 15일 중국 근해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를 통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짧게 전송하고, 항만 시설에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 AI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법 시스템으로 국제 해상 항로에서 선박 식별 정보와 항행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이다. 북한 선박은 움직임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제 규정 위반이다.
- 올해 초 미국 해안경비대, 재무부 및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북한 선적 선박은
때에 따라 AIS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러한 조작은 선박 이름,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 또는 다른 식별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림 1. 중국 근해에서 맴도는 북한 선박 금강산 2호

출처: https://www.nknews.org/pro/north-korean-vessel-resurfaces-near-china-with-cambodian-flag
/(2019. 9.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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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국적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복잡한 소유 구조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a) b) c)
- 해당 선박은 1991년에 건조된 일반 화물선 ‘금강산2(KUM GANG SAN2)’였는데, ‘K G 2’로 이름을
변경하여 국제 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
하여 국적 위장을 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에 중국 동쪽에서 ‘금강산 2’호의 AIS 신호가 포착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중국 해안에
접근하면서 신호가 짧게 끝났으며 사라지기 전 이틀 동안 위치 신호를 다섯 번 보냈다. 선박은
출발지를 ‘Nampho’, 목적지는 ‘for order’라고 표시했다.
- 북한 선주에 양도되기 전 ‘금강산 2’호는 홍콩에 있는 해운회사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홍콩 선박회사들은 대다수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있으나 이중 몇 곳은 북한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주로 선박의 국기를 바꾸거나 소유권을 교체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재영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jy1@kmi.re.kr/051-79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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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fleetmon.com/vessels/kum-gang-san-2_9050967_31234/(2019. 9.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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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새로운 의장단 선출

■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아드난 알 아즈리가 선출되었다.a) b)
- 7월 1일~8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륙붕 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의 제50차 회기가 개최되었다.
-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의장으로
Adnan Al-Azri(오만)을 선출하였으며, 부의장단으로 Martin Heinesen(덴마크), Marcin Mazurowski
(폴란드), Simon Njuguna(케냐), Gonzalo Yáñez(칠레)가 선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박용안 교수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박용안 의장은 1997년부터 20년간 CLCS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다방면으로 기여하
였으며, 우리나라가 2012년 동중국해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 정보 제출 당시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한 바 있다.

■ 이번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통가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권고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소위
원회는 9개의 제출정보를 검토하였다.a) b)
-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통가의 동부 케르마데크 해령(Kermadec Ridge) 제출 정보에 대한 권고
초안을 승인하고, 프랑스가 제출한 레위니옹 섬, 세인트 폴 섬, 암스테르담 섬의 정보에 대한 권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어 스페인의 갈리시아(Galicia) 해안지역에 대한 제출 정보 및 인도의 아라비아 해 서부 연안에
대한 제출정보 검토를 위한 새로운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위원회는 1)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북극해(Arctic Ocean) 관련 정보, 2) 브라질
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자국 북동부 해역(Equatorial Margin) 정보, 3) 프랑스와 남아프
리카가 공동으로 제출한 크로제 제도(Crozet Archipelago)와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s) 관련 정보, 4) 케냐가 제출한 정보, 5) 나이지리아가 제출한 정보, 6) 프랑스가
제출한 레위니옹 섬(La Réunion Island), 세인트 폴 섬(Saint-Paul), 암스테르담 섬(Amsterdam
Islands)에 관한 정보, 7) 스리랑카가 제출한 정보, 8) 포르투갈이 제출한 정보, 9) 팔라우가 북쪽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 27

■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이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
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 정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a)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기본적으로 200해리까지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 한계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CLCS에 그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정보를 검토 후 권고를 하고, 연안국이 그
권고를 토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확정하면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얻는다.
-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매년 3번의 회기를 개최하며, 각 회기마다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개최된다.

■ 대륙붕 확장 관련 CLCS와 각 국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그 동안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 확장을 주장해왔지만, 박용안 의장
등의 강한 반대로 CLCS의 결정이 유보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의장단 교체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지난 5월 캐나다가 북극해 대륙붕 확장을 위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였으나, 러시아가
제출한 북극해 정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 쟁탈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김민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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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질서 수립과 함께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가 공조
하는 對중 전략적 봉쇄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a) b)
- 9월 2일, 인도의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브라흐마 셸라네이(Brahma Chellaney)는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성공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들었다.
- 첫째, 현재 국경을 그대로 존중하고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원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역내 주요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협력하여 일본과 인도를
양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적 봉쇄(strategic containment)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이들 역내 주요 강국 간에는 다양한 갈등 요소도 잔존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임을 지적했다.

■ 브라흐마 셸라네이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강국 간 양자관계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러시아, 인도-러시아, 인도-일본, 그리고 일본-러시아 관계이다.b)
- 첫째, 미국-러시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양국 관계는 멀어진 반면, 미국
으로부터 관세 부과 조치를 당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또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the Spratly Islands) 인근에서의 석유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의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더 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신 미국이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내면서 양국 관계가 더
어색해졌다.
- 둘째, 인도-러시아 관계와 관련하여, 유라시아 지역에 각자 자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에
대항하여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도모하려는 인도의 의지에 대해 러시아가 지지를 보내야 한다.
- 셋째, 인도-일본 관계와 관련하여, 인도가 미국 및 프랑스와 각기 체결한 병참 협약(military
logistics pact)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일본-러시아 관계와 관련하여, 북방영토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
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를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
| 29

■ 미국은 새로운 전략균형 구축을 통해 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역내 다른 주요 강국
간 분열 및 중국의 거센 저항으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
- 정리하면, 역내 주요 강국 간에 상호 맞물려 있는 전략적 협력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구축하고, 다시 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전략균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이제 극동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실, 소원해진 미국-러시아 관계를 회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반대하는 미국 정계의 복잡한 상황, 북방 영토 반환과 관련하여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일본-러시아 관계 등은 여전히 동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수비자 입장인 중국 역시 아세안 역내 국가와의 협력,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을 통해
미국의 포위망을 벗어나려고 강력히 저항할 것인 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리 순탄하게
추진되지만은 않을 것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신수환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참고자료

a)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2019. 9. 16. 검색)
b)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19/09/02/commentary/world-commentary/
changes-indo-pacifics-geopolitical-chessboard/#.XW3rquSP6Ul(2019. 9.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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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병대 ‘수륙기동단’의 군사훈련 주목해야
■ 일본이 낙도 탈환을 목표로 신설한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8월 하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후지종합화력연습’에도 참가하는 등 활동 역량을 높이고 있다.a) b)
- 8월 25일 육해공 자위대와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인 ‘후지종
합화력연습’에서 일본은 낙도*를 외부세력이 침공했을 경우 이를 제압하는 훈련연습을 실시하면서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 일본에서는 이도(離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 수륙기동단은 실제로 미국의 해병대를 모델로 하여 구성했기 때문에 육상자위대의 상륙전 부대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해병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도 상륙작전 중심의 훈련을 행하고
있고, 공격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육해공 자위대의 종합훈련인 ‘후지연습’에서 적의 부대를 타격하고, 낙하산 부대의 강하훈련과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훈련도 실시하였다.
- 수륙 기동단은 전쟁에 참가하고 교전권을 허락하지 않는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공격형 부대’이나,
낙도 ‘방어’ 훈련을 목표로 한다는 구실로 실제 ‘낙도탈환훈련’ 등 공격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매년 행하는 ‘낙도탈환훈련’은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주변의 중국의
공격적 움직임에 대비하여 일본의 영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다.c) d)
- 2013년 당시 방위청장이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일본의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2018년 3월 육상자위대 소속의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었다.
- 2012년 이후에는 중국의 센카쿠 제도 주변의 도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륙기동단은 국내 최대
군사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가하여 낙도탈환훈련을 행하고 있다.
- 일본 자위대는 2005년부터 미국 해병대와 합동훈련으로 ‘낙도방위훈련’을 매년 행해오고 있었으며,
전문부대인 수륙기동단이 창설된 2018년 이후에는 더욱 활발히 행하고 있다.
- 표면적으로는 낙도방위훈련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륙기동단과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관해 중국
측의 반발이 있으며, 이는 최근 그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군의 연합훈련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낙도 침공에 대비하여 육상자위대의 전자전(電子戰)부대를 규슈(九州) 구마모토
(熊本)현 육상자위대 겐군(建軍)주둔지에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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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륙기동단은 미국 해병대와의 합동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으며, 미국으로
부터 최신장비를 구입·확충하고 있고, 신안보법에서 언급되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신속한
조치를 주장하며 투입가능성이 있는 부대이므로 주의 깊게 그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수륙기동단은 미국의 해병대와의 공동 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첨단 병력의 훈련을 반복
하고 있으며, 병력장비의 고도화를 위해 최첨단 기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입할 예정이다.
- 일본의 군사훈련인 낙도탈환훈련 등의 움직임으로 낙도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지향할지라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군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하지 않고, 대응 준비는 하되 분쟁화를 유도하며
자극하는 행동은 삼갈 필요가 있다.
- 수륙기동단의 목적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센카쿠 제도 주변의 중국의 공격적 움직임을 방어하
고자 신설한 부대이므로 현재까지 독도를 목적으로 군사 활동을 계획하거나 및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대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의 관련 부서들의 협력적 정책마
련을 재빠르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 상태의 일본 정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극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politique@kmi.re.kr/051-797-4801)

참고자료

a)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26-00010004-houdoukvq-pol(2019. 8. 26.
검색)
b) https://ja.wikipedia.org/wiki/富士総合火力演習(2019. 8. 31. 검색)
c) https://ja.wikipedia.org/wiki/自衛隊離島奪還訓練(2019. 8. 31. 검색)
d)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820/plt1908200002-n1.html(2019. 8.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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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개최
■ 시마네현은 9월 16일, 2019년 제3회 ‘다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를 개최하였다.a) b)
- 8월 15일,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문제연구소’는 2019년도 제3회 ‘다케시마를
생각하는 강좌’ 참가자 모집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다.
- 이 강좌는 2008년부터 계속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독도문제 등을 조사･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위치한 시마네현 직원회관에서 90명
규모로 진행되었다.
- 강좌의 제목은 “최근 일･한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서의 독도문제” 이며, 강연자는 시모죠 마사오
(下条正男) 다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교수로 ‘다케시마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이 강좌에서 일본은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가 한국의 역사인식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
- 시모죠 교수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동해 표기, 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와 같은 양국 간
문제는 한국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 또한, ‘이승만라인(평화선)’선언으로부터 7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강연자는 한일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독도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이 현안해결을
위한 대처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참가자들은 강좌수료 후 별도로 마련된 교류회를 통해 강연자와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 시마네현은 영토·역사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일본의 주장 및 인식을 확산
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a) c)
- 그간의 강연들이 독도 및 영토문제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 것에 비해 이번 강좌는 한일관계악화
및 역사인식문제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시마네현은 이번 강좌를 통해 독도 및 한일 간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심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토･역사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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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강연자의 대부분이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위원이거나 독도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시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김소담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sd0915@kmi.re.kr/051-797-4789)

참고자료

a) http://www3.pref.shimane.jp/houdou/press.asp?pub_year=2019&pub_month=8&pub_
day=15&press_cd=D1DF0CBF-A5D3-4BCA-8756-0A861DBCCFEE(2019. 8. 26. 검색)
b)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6/
takeshima07/R1kouza.data/annnai3.pdf(2019. 9. 17. 검색)
c)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3
/index.data/torikumi2018.pdf(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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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

■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개적이고, 자유
로우며 포괄적인” 새로운 협력 시대를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a)
- 9월 4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아태지
역의 국제 협력 도모를 목표로 하는 제5회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이 개최
되었다.
- 이 회의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남중국해 지역을 포함하면서 인도의 첸나이에서부터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로 개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 이 항로의 개발을 통해 인도와 러시아는 양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석유 및 가스, 해양 연결성
(maritime connectivity) 분야에서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항로의 개발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도의 신(新) 동방정책(Act East policy)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항로 확장 계획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b) c)
-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이곳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다.
- 남중국해는 서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중동 지역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 인도 역시 남중국해에
대해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 인도, 미국, 호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해상 항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
4각 안보 동맹 연합체는 최근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분야에서의 위협적인 성장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
- 이에 라자 낫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의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인도와 일본 양 국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황을 두고 국방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최근 인도 국영 기업인 ONGC Videsh Ltd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베트남과의 석유탐사
작업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견제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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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와 중국이 양 국가 서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견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c)
- 인도는 남중국해의 경제 및 무역 요충지 역할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이면서도 국제법의 원칙에 합치하며 해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인도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중국의 입장에서의 인도는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인도가 러시아 및 기타 남중국해 분쟁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또한, 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에 인도를 동참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황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대응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오는 10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에 비공개 회담의 개최가 예정된
것 역시 양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김소연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ykim@kmi.re.kr/051-797-464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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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소말리아, 해양경계문제로 외교관계 파탄

■ 케냐와 소말리아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ICJ 구두변론 앞두고 국경
폐쇄조치를 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다.a) b)
- 2014년 8월 28일 소말리아가 케냐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해양경계획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 케냐는 아프리카 연합을 통합 중개 및 외교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선결적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ICJ는 이를 기각하고 관할권 인정 판결을 2017년 2월 2일에 내린
바 있다.
- 2019년 2월에는 케냐가 소말리아 대사를 소환하고 외교사절을 추방하였고, 5월에는 직항로를 폐쇄
하고 3명의 고위 외교관의 입국을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거부하여 상호간의 외교적 긴장을 촉발하였다.
- 이에 대항하여 소말리아는 나이로비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케냐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NGO의 소말리아 내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케냐 역시 이에 대항하여 소말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2019년 6월에 내려 상호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ICJ는 9월 9일 예정되어 있던 소말리아 케냐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취소하고, 이를 11월 4일~8일로 연기하였다.b) c)
- 이러한 외교관계 악화는 ICJ 소송절차에도 영향을 주었다. 케냐는 9월 3일 급작스럽게 구두변론의
연기를 ICJ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ICJ는 9월 6일 구두변론 연기를 결정하였다.
- 케냐는 이전부터 ICJ를 통한 해양경계획정 해결을 원하지 않았으며, 현재 ICJ의 재판소장이 소말
리아 출신의 Yusuf 재판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해양경계획정 판결이 또 다른 이웃국가인 탄자
니아와의 해양경계획정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케냐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소말리아의 내전상태와 관련하여 안보적 우려가 있으며, 소말리아 테러
리스트 단체와 관련된 분규를 억지하기 위하여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자국의 군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고 있는 상태이다.
- 이러한 상호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 악화 및 안보적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케냐가 구두변론의
연기를 갑작스럽게 ICJ에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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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는 구두변론의 연기를 요청한 케냐를 상대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구두변론 일자를 선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1일 ICJ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11월 4일~8일 사이에
구두변론을 개최한다는 명령을 공표하였다.

■ 케냐와 소말리아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최종 판결을 얻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되고 있다.
- ICJ의 소송절차는 해당 사안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 그러나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며 이러한 점은 케냐가
일방적으로 구두절차의 연기를 요청하고 이를 ICJ가 받아들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케냐와 소말리아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적 긴장관계 및 안보에 관한 우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절차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소송절차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은 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지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법적인 요인을
재판소가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최지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참고자료

a) https://www.dur.ac.uk/ibru/news/boundary_news/?itemno=39499&rehref=%2Fibr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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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61/161-20190911-PRE-01-00-EN.pdf
(2019.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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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남중국해 해양자원 개발 분쟁 격화

■ 6월부터 중국 해양경비대 소속 선박이 베트남 관할해역에서 석유·가스를 조사하기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a)
- 중국 해경선 하이징(Haijing) 35111호는 6월부터 베트남 남동쪽 190해리 부근 해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 순찰은 베트남 대륙붕 내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 북서쪽에 위치한 석유⋅가스전 블록
(Block) 06-01에 집중되었다. 이 석유⋅가스전은 스프래틀리 군도로부터 172해리 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구단선 내에 위치해 있다.
- 하이징 35111호는 거의 한달 동안 블록 06-01 순찰 후, 7월 12~14일 피어리 크로스리프에 있는
자국 전초기지로 회항했다.
- 블록 06-01 내 란도(Lan Do) 석유⋅가스전에서 채굴되는 천연가스는 베트남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0%를 충족하는 만큼 베트남에게 중요한 해역이다.
그림 1. 남중국해 석유･가스 블록 분포도

출처: https://amti.csis.org/south-china-sea-energy-exploration-and-development/(2019.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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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는 중국 조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 해역의 북동쪽 대륙붕 조사를 시작했다.a) b)
- 중국 지질 조사국(China Geological Survey)이 소유한 조사선인 하이양 디즈(Haiyang Dizhi) 8호가
블록 06-01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대륙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180
해리 떨어진 곳까지 진행했다.
- 중국은 2012년에 베트남 연안에 있는 석유･가스 블록 두 곳과 다른 일곱 개 블록에 대해 외국
입찰을 개방한다고 선언했으나 지원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 베트남은 7월 4일부터 하이양 디즈 8호의 활동을 막기 위해 자국 법집행 선박(KN468, KN472)을
파견하여 대응했으나 중국조사선은 중국 해양경비선의 호위를 받으며 활동을 지속했다.
- 8월 16일, 베트남은 중국 조사선과 해경선이 지속적으로 자국 해역을 침입하는데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중국은 9단선 이내 수역에서 주변국들이 실시하는 석유･가스 탐사 활동은 금지하면서
자국은 해당 수역에서 자원 개발 탐사를 실시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b) c)
- 중국과 베트남 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이 베트남 해역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것과 함께 남중국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
법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국면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2016년 중재판정에서 9단선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이 지역 해역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 또한,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내 자원개
발을 위해 제3국 또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이 지속
되면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주형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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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쓰레기 처리 항만 수용시설 지침 개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4월에 효율적인 해상 운송을 보장하면서 항만에서의
선박 폐기물 수집을 개선하고자 항만 수용시설 지침을 개정하였다.a)
- 유럽연합(EU)은 2000년대 초반에 항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항만에 설치된 폐기물 수용시설
(Port Reception Facility)에 가져와 처리하도록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EU가 지침을 개정한 것은
해양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입이 계속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지침은 2018년 12월 13일에 유럽연합 회원국 간 논의가 완료되었고, 최종 입법안은 2019년
3월 13일에 유럽연합 의회에서, 3월 29일에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4월 17일에 공동 의장이
서명하였다.

■ 항만 수용시설로 운반･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대상은 어선의 조업 중 인양 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선박 폐기물로 확대되었다.a)
- 이에 따라 유럽연합 내 항만은 입항 선박을 위한 폐기물 수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선박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조업 중 인양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유형이나 양이 아닌 고정 간접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함
으로써 어선의 부담을 줄였다.
- 선박 폐기물 정보의 기록,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수용시설 점검을 항만관리체제로 통합･운영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1. 유럽연합, 항만 수용시설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정의 및 대상 확대

∙ 조업 중 인양 폐기물, 배기가스 정화시스템의 잔류물 등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항만 수용시설 설치

∙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항만 수용시설을 설치

선박 대상 인센티브 제공
어선 및 레저선박의 적용 예외

∙ 조업 중 인양 폐기물의 수수료는 고정 간접비용에 기초하여 책정
∙ 지속가능한 선상 폐기물 관리 선박(그린 선박)은 할인요금제 적용
∙ 45m 이하의 어선, 레저선박은 사전보고, 폐기물 영수증 기록 대상에서 제외

출처: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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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수용시설을 통한 해양 플라스틱 수거‧처리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10월 30일에 선박에서 유출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IMO Action Plan to Address Marine Plastic Litter from Ships’ 채택하였다.
- 여기에는 항구 수용시설 개선, 선박기인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 규제에 대한 이해 증진, 인식‧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이 담겨 있다.
- 선박기인 해양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IMO가 주도하는 국제 규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도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항만 수용시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참고자료

a)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maritime/news/2019-04-09-final-adoption-new
-rules-collect-and-recycle-waste-ships_en(2019. 8. 10. 검색)
b)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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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온난화, 대서양 해류에는 긍정적 영향 주나

■ 대서양의 주요 물 순환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다.a) b) c) d)
-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는 따뜻한 바
닷물을 대서양 북쪽으로 보내고, 찬 바닷물을 남쪽으로 보내는 지구 최대의 물 순환 시스템 중
하나다. AMOC는 서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수 천 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AMOC가 최근 15년간 둔화의 조짐을 보여 일부 과학자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 AMOC 약화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인지 해양 변동성과 관련된 단기간의 자연
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MOC가 마지막으로 둔화된 것은 15,000년에서
17,000년 전이며, 아프리카에 폭풍이 많아지고 유럽의 겨울이 혹독해지는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1. AMOC

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4086-4(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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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효과가 대서양 해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a) b) c) d)
-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인도양을 데우고 있지만, 대서양의 주요 해류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다.
- 「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는 AMOC의 약화가 유럽과 대서양에
극적인 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온난화로 인해 인도양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기는 대서양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인도양 쪽으로 끌려 들어온다. 대서양에서는
강수량이 적어져, 물의 염분이 증가하게 된다. 무거워진 대서양의 물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차가
워져 얼음이 더 쉽게 형성된다. 이 결빙으로 인해 대서양의 물은 더 빨리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즉, AMOC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전문가들은 이 연구결과가 AMOC의 점프-스타트 역할을 하여 순환을 강화하시는 역할을 하겠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양, 특히 태평양의 온난화가 인도양을 따라
잡으면 AMOC에 대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멈추게 된다.
- 연구 결과를 통해 지구 기후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있다는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변수와 메커니즘을 식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수빈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참고자료

a) https://www.earth.com/news/atlantic-ocean-currents/(2019. 9. 17. 검색)
b) https://www.downtoearth.org.in/news/world/rising-temperatures-in-indian-ocean-canboost-atlantic-s-ocean-currents-study-66769(2019. 9. 17. 검색)
c)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9/190916114032.htm(2019. 9. 18. 검색)
d) https://www.newsclick.in/Nature-Minimises-Damage-Earth-Ocean-Circulation-System
-Caused-Climate-Change(2019. 9.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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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범장망 어선’ 규제 강화

■ 중국 내 오래 전부터 ‘범장망(帆张网) 어선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a) b)
- 중국의 범장망은 해저에 닻을 고정시키고 그물 입구 양측에 범포(帆布)를 설치하여 조류에 의해
어류를 어획하는 어구로, 조업 시 일반적으로 어선 한 척이 3~4구의 어구를 설치해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를 회수한다.
-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사용이 적은 범장망 조업은 90년대 이후 중유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어업 비용의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범장망 조업은 상업성 어종 및
어린물고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 중국 어업 자원의 번식 및 보호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림 1. 중국 범장망 조업모식도 및 어구규모
중국 범장망 조업모식도

서해어업관리단이 압수한 중국어선의 범장망

출처: (좌) http://jssdfz.jiangsu.gov.cn/szbook/slsz/scz/D2/D4J1.HTM, (우) https://www.yna.co.kr/view
/AKR20170124097600054(2019. 9. 16. 검색)

■ 중국 농업농촌부는 범장망 어선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어선
감척 및 직업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c) d)
-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5년 범장망 조업의 하계 휴어 및 특별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에 이르러 농업부는 「범식장망 조업 관리방법(帆式张网作业管理办法)」을 발표하였다.
- 최근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범장망 어선의 하계 휴어기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서 재차 범장망 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업농촌부는 ‘범장망 어선
의 하계 휴어기간 조정’, ‘범장망 어선 퇴출시스템 개선’, ‘범장망 어선 단속 강화’를 포함한 3개
부문의 규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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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앙재정은 ’16~’19년 55억 위안(한화 약 9,22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범장망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어선 감척 및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 농업농촌부는 향후 경상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등 여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범장망 어선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어선 감척 및 직업 전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표 1. 중국 농업농촌부의 ‘범장망 어선’관련 규제 현황 및 계획
부문
범장망 어선의
하계휴어기간
조정

규제 연혁 및 현황

향후계획

∙ (’95)해양하계휴어제도 전면 실시
∙ (’17~’18)하계휴어제도에 대한 조정･개선1)
∙ (’00~)범장망조업 어선규모 매년 감축

범장망 어선의
퇴출 시스템
개선

범장망 어선
규제･단속 강화

∙ (’15~)유류비보조금정책을 개혁 조정하면서
매년 범장망어선 유류비보조금 하향 조정
∙ (’16~’19)중앙재정이 55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유관지자체의 “어업인의 어선감척
및 직업전환(渔民减船转产转业)” 지원

∙ 하계휴어제도의 조사･연구 수행
(범장망조업의 하계휴어기간2), 전국공
통 1개월 조기집행 중점 검토)
∙ (’20~)범장망어선 유류비보조금 지급
중단 예정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어선감척 및 직업
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도농근로자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

∙ (’00)농업부 「범식장망조업 관리방법(帆式张
网作业管理办法)」발표3)
∙ 어업인 대상 홍보, 교육 및 훈련 강화

∙ 향후 여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집행
강도 강화

∙ 그물코 규격 표준 측정기구 개발

∙ 어구진입허가제도의 법률적 지위 확립

∙ 제도집행 하부조직 대상 훈련 및 단속 강화
주: 1) 그 결과 중국 각 해역 어업자원의 종 특성, 어업인의 규제부담수준, 어업행정의 제도집행역량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현행제도가 제정되었다.
2) ’14 기준 중국내 장망 허가어선은 총 21,814척이며 그 중 절강성이 4,852척으로 가장 많은 장망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도 절강성 범식장망(帆式张网)의 휴어기간은 5월 1일~9월16일로 설정되어 있다.
3) 농업부의 「범식장망조업 관리방법(2000)」은 망목내경 55mm 이하의 낭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장망어선의 어구
수량 및 그물코규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moa.gov.cn/govpublic/YYJ/201909/t20190903_6327135.htm(2019. 9. 15. 검색)

한다정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han1125@kmi.re.kr/051-797-453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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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 제안

■ 미국의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은 다양하며 혼재되어 있다.a) b)
- 미국에서 식품 표기 날짜는 크게 ‘비공개 날짜’와 ‘공개 날짜’로 나눌 수 있다. 비공개 날짜는 문자
와 숫자가 조합된 코드로 제조사가 식품 생산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공개 날짜는
식품에 표기된 실제의 달력 날짜로, 해당 식품의 품질이 언제까지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유통･판매사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그러나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의하면 영아용 조제분유를 제외하고
별도의 식품 날짜 표기 규제는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식품 날짜 표기는 제조사 및 판매사들의 자
발성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By)’, ‘판매기한(Sell by)’, ‘소비기한
(Use by)’, ‘만료기한(Expires on)’ 등 식품의 수명과 판매기한에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닌 날짜
표기 방식이 혼용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표 1. 미국 내 주로 사용되는 날짜 표기 방식
표기 방식
최상품질기한
(Best if Used By
/Best Before)

내용

예시

최상의 맛과 품질이 보장되는 날짜로, 판매/안전 보장 기간과
는 무관함

판매기한(Sell By)

판매를 위한 진열이 가능한 날짜로, 안전 보장 기간과는 무
관함

소비기한(Use By)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동안의 식품 사용이 권장되는 마지
막 날짜로, 안전 보장 기간과는 무관함*

주: 예외로, 영아용 조제분유에 표기된 ‘Use By’ 날짜는 안전 보장 기간의 의미를 포함함
출처: 식품안전검사국(FSIS)(https://www.fsis.usda.gov/wps/wcm/connect/19013cb7-8a4d-474c-8bd7-bda76b9d
efb3/Food-Product-Dating.pdf?MOD=AJPERES)(2019. 9. 5. 검색)

■ 미국 FDA가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c) d)
- 최근 미국 식약청(이하 FDA)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혼란과 식품 낭비를 줄이고자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를 권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는 ‘Best if Used
By’, 즉 품질유지기한을 뜻하는 표기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FDA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소비자
에게 의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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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FDA가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 내 식품 낭비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버려지는 식품은 매년 1,61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식품 중 1/3 가량이며, 이 식품 폐기물의 약 20%가 식품 날짜 표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적으로 FDA는 식품에 표기된 공개 날짜는 대부분 제품의 ‘안전성’이 아니라 ‘품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하며,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By)’ 날짜가 지났더라도 소비자가 적절한 방식으
로 올바르게 보관했을 경우 섭취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식품을 폐기하는 대신 품질과 상태를 확인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식품 날짜 표기 통일 시 소비자 혼란 및 식품 폐기물의 감소가 기대된다.e)
- 식품 날짜 표기가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식품 폐기물의 감소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식품 낭비를 줄이려는 이러한 FDA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전히 미국 내 식품 날짜 표기 방식에 있어 법적 규제는 없으나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FDA의 발표 이후 미국 식품마케팅협회(FMI)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FDA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식품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의 혼란 및 식품 낭비성에 대해 깊이 공감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對)미 수산식품 수출업계도 식품 날짜
표기 방식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FDA의 권고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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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식량자원 크릴새우 국내외 동향
■ 크릴새우(Krill)는 특정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a) b) c)
- 크릴새우는 일반적으로 새우처럼 생긴 작은 갑각류로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나아가 지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해양 무척추동물이다. 대중적으로 남극
크릴(Euphausia Superba)이 잘 알려져 있으며 남극해 48 소해역과 58해구에서 중충 트롤 또는
빔 트롤 선박을 이용하여 채집이 가능하다. 남극반도 근처인 48 소해역의 48.1에서 48.4 해구와
58.4.1과 58.4.2 해구는 어업 가능지역이지만 48.6 해구는 시험어업 지역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에서 규정해 두었다.
- 최초 크릴조업은 구 소련의 과학연구선 두 척이 1961년에서 1962년 사이 총 47톤의 크릴새우를
채집한 것이 첫 크릴조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에 첫 크릴조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세계에서 크릴 조업량 3위의 국가이다.

■ 크릴어업체연합(The Association of Responsible Krill harvesting companies, ARK),
남극해에서 크릴조업 휴어기 결정하다.c)
- 한국, 노르웨이, 중국, 칠레의 원양어업 업체들이 속해 있는 ‘크릴어업체연합(ARK)’은 2018년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남극해에서의 크릴 조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크릴어업체연합의
총 조업량은 남극해 크릴 어획량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 그린피스는 남극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의 공존을 위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크릴조업을 중지한 조치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하였다. 이들의 결정에는 크릴 조업이
남극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크릴은 남극에 사는 오징어, 어류 등 작은
해양생물부터 펭귄, 범고래까지 대부분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크릴이 사라지면 남극 생태
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체 수 보호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상업적
조업의 확장으로 크릴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남극의
크릴 서식지가 20~25%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19년 만의 조사 결과, 크릴의 상업적 어획 한계량 늘여야 한다고 발표하다.d) e) f)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원국인 노르웨이,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의 연구 기관들 및 크릴어업체연합(ARK) 등과 함께 48 소해역에서 크릴 자원량 측정을 실시
하였고 이 지역의 총 크릴 자원량이 대략 7천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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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가 주관하여 총 6척의 연구선 및 쇄빙선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개의 국가가 각각 특정 해역의 자원량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크릴 자원량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는 3월 남극해의 48.1 해구를 맡아
음향조사, 크릴생물학적 조사 및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 48 소해역은 크릴 조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조사 결과였던 6천만
톤에 비해 2019년 크릴 자원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CCAMLR의 기준으로 이 소해역의
크릴 어획 한계량은 62만 톤이지만, 이번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2021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국내외 크릴오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g) h) i)
- 크릴오일은 남극 크릴(Euphausia Superba)과 북태평양 크릴(Euphausia Pacifica) 두 종을 사용
하여 추출한다. 특히 추출 과정은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과정과 무화학적 방법으로 추출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크릴오일은 오메가3 지방산 외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
(docosahexaenoic acid) 등을 포함하고 있고 보충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크릴오일에는 일반 생선오일에서 발견 되지 않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성질을 가진 인지질이 함유
되어 있어 생선오일의 오메가3 보다 흡수 효율성이 뛰어나며 체내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비율과
속도가 높다고 알려져 국내에서도 혈관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2016년 퍼시스턴스 시장조사 업체(Persistence Market Research)의 “크릴오일에 관한 세계시
장조사(Global Market Study on Krill Oil)” 보고서에 따르면 크릴오일 시장은 2015년 대략 미화
3억 달러 규모이나 2022년까지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미화
7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 크릴 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 k)
- 2017년 중국 푸저우 국제어업박람회 주최 측에 따르면 해양어업 분야의 중요 프로젝트들에 관한
계약 체결 중에는 대략 10억 원에 달하는 남극 크릴새우 조업 가공 일체선박에 관한 항목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 일체선박 건조 프로젝트의 주체는 주센성 핑탄현 원양어업집단 유한공사로 산동성의 황해조선
유한공사에 위탁하여 8킬로와트 엔진을 탑재한 길이 107미터 총톤수 9천 톤의 남극 크릴조업
및 가공이 가능한 일체형 선박 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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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동의 츠샨 그룹은 중국 수산과학원의 기지 위탁사업을 맡아 현대화된 종합형 남극 크릴새우
산업 특색 단지 건설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총 8억 위안이 투입될 계획으로 크릴새우 가공지역,
콜드체인 물류창고, 첨단 바이오 제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센터 등 가공, 유통, 연구 3개의 분야의
구역으로 나누어 2021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경호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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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새우 공급시장의 변화

■ 미·중 무역분쟁, 세계 무역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
-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세계 무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안일하게도
무역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만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수장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매 순간 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가와 기업도 상당하다.
- 이로 인해 글로벌 수산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비해 공급 체인을 재조
정하고 잠재적으로 수출입 대체국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새우’이다. 미국
해양대기관리국(NOAA)은 미국이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부터의 수입 간극을 인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산 새우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중 무역분쟁, 양국 간 새우 교역에 영향을 미치다.a) b)
- 양국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수산분야의 경우 새우 교역이 대표적
이다. 중국산 냉동새우의 對미국 수출이 계속된 관세 인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 중국은 올해 5월까지 미국에 7,605톤의 새우를 수출했는데, 이는 2018년의 5월 누적 수출량에
비해 54%가 줄어든 것이다.

■ 미국 새우 수입업계, 무역분쟁 장기전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모색하다.a) b)
-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새우 공급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5월까지 11,772톤에 달하는 9,85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의 생산량 증가를 이루었다. 미국의 베트남, 태국 새우 수
입은 감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 새우 수입이 증가하며 감소분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 에콰도르는 껍질을 제거한 새우의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에콰도르
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껍질제거 새우 물량은 33%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연도별 상반기 평균
2,500만 파운드를 수출했으나, 올해는 3,400만 파운드를 수출했다. 이는 아시아산 동일제품 수입량
감소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멕시코의 21~25미 새우 출하량은 올해 계속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멕시코산 무두새우
(HLSO, Head Less Shell On) 수입은 39% 증가했다. 이러한 출하 속도로 인해 남미와 아시아가
주요 원산지인 무두새우(21~25사이즈)는 그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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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주요 새우 수입국(2019년 5월 기준)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04/strong-push-by-five-countries-helped-keep
-us-shrimp-imports-rolling-in-may/(2019. 9. 4. 검색)

■ 중국이 새우 공급시장 변화의 열쇠를 가져갈 수 있다.c)
- CAPPMA(China Aquatic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Alliance)에 따르면, 올해 중국
은 80만 톤의 새우를 수입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새우 수입국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중국은 직간접 수입 채널을 통해 65만 톤 이상의 새우를 수입했으며, 작년 미국은 중국으
로부터 70만 톤의 새우를 수입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현재 캐나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에서 가장 큰 새우 구매자이며,
미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새우 공급구
도의 형성은 향후 양분된 공급국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 미·중 무역분쟁은 또 다른 유형의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양국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른 국가들이 약소국을 위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통해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이번 전쟁에서 누가 승자인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전쟁의 유형에서 우리와 같은
무역특화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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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물기반 트렌드와 함께 해조류 시장 성장세

■ 유럽 소비자의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a)
- 유럽 소비자들은 클린 식단(Clean eating), 글루텐프리 식단(Gluten-free diet), 채식(Veganism),
저탄수화물 식단 등 건강, 환경, 윤리를 고려한 식단 및 식품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유럽에서 최근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엄격한 채식법을 따르는 식이요법인 채식(Veganism)과는 달리, 식물기반(Plant-based)식품은
동물성 식품을 배제한 식물기반의 식품을 일컫는다. 식물기반은 채식보다 융통성 있고, 다양성을
포함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식품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식물기반 식품으로는 채소혼합고기(비트(beetroot)버거, 버섯버거), 채소혼합 건강한 탄수화물(브
로콜리 감자칩), 탄수화물 대체 식물(파스타, 감자 대신 채소) 등이 있다.

■ 식물기반 식단 트렌드에 따라 유럽의 해조류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b) c)
- 식물기반 식단 트렌드와 더불어 유럽의 해조류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민텔(Mintel)에 따르면 유럽에서 해조류로 만든 새로운 식품이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해조류 기반의 신제품 출시가 두 배나 증가했으며, 유럽에서 출시된
총 신제품의 1.4%(’17년 기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전체적으로 해조류의 영양, 맛,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해조류로 만든 식품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다. 단순히 김, 김자반,
마른 미역 뿐만 아니라 시무어(Seamoor)라는 해조류로 만든 또띠아랩(Tortilla wrap), 튀겨먹는
해조류 베이컨(Seaweed bacon), 시쿠라(Seakura)의 냉동해조류 큐브(Seaweed drops)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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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 해조류 기반 신제품 출시 비중

주: 2010년 10월 ~ 2017년 9월
출처: 민텔(Mintel)(2019. 9. 5. 검색)

■ EU, 해조류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유럽 해조류 시장은 식물기반 식단 트렌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신규 업체들이
해조류 기반 신제품 개발과 투자에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먹거리, 상품유통의 투명성, 자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간편식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만족시킬 만한 트렌디하면서 간편한
해조류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이 때 무엇보다 유럽은 엄격한 식품 안전기준과 상품의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원산지 표시, 금지성분의 기준치 준수는 물론,
라벨링 표시와 포장재까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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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아시아 지역 양식 생산량, 세계 양식 생산의 90% 이상 차지

■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017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 통계를 공표하였다.a) b)
- 2019년 3월 통계 공표 이후 8월에 발간한 FAN(FAO Aquaculture Newsletter)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해양식물 포함)은 1억 1,19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생산금액은
2,496억 달러(USD)로 추산되었다.1)
-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어업 생산의 54.5%로 어로어업(Wild Capture Fishery)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 수산물이 어로어업 생산량을 넘어 선 것은 종류에 따라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2013년 이후 전체 어업 생산의 50%를 넘어섰다.
그림 1. 수산물 종류에 따른 연도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비중

출처: FAO(2019), FAN(FAO Aquaculture Newsletter), p44

■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74%를 차지
하는 아시아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a) b)
- 2017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약 1억 200만 톤으로 전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약 92%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지역 총 수산물 생산량의 67.5%이다.
-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약 6,400만 톤으로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 현재 FAO 세계 양식 수산물 DB(FAO Global Aquaculture Statistic Database)에 등록된 국가(또는 영토)는 204개 이며,
대상 종은 총 608개가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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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준별 양식 수산물의 생산규모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양식 수
산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2017년 대륙별 생산량 및 양식 수산물 비중
구분
합계

양식 수산물(톤)
(A)

어로어업(톤)
(B)

총생산량(톤)
(C=A+B)

총생산량 대비
양식 수산물 비중(%)

111,946,623

93,633,741

205,580,364

54.5

아프리카

2,214,143

9,734,174

11,948,317

18.5

아메리카

3,591,458

17,834,893

21,426,351

16.8

102,896,169

49,524,361

152,420,530

67.5

3,010,268

15,095,168

18,105,436

16.6

234,586

1,445,145

1,679,730

14.0

4,897,977

25,187,843

30,085,820

16.3

102,928,801

58,701,148

161,629,948

63.7

4,119,845

9,744,750

13,864,595

29.7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주: 양식 수산물 비중은 각 대륙의 총생산량(양식 수산물+어로어업) 대비 비중임
출처: FAO(2019), FAN(FAO Aquaculture Newsletter)(2019. 9. 11. 검색), 저자 재구성

■ FAO 통계 조사 대상국 중(196개국) 중 양식 수산물 생산량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총 40개국으로 나타났다.b)
- 양식 수산물 비중이 높은 40개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반면 양식
수산물 비중이 10% 이하인 국가는 총 96개국(76개국은 5%이하)으로 세계 인구의 19%,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2. 국가별 양식 수산물 생산 비중

출처: FAO(2019), FAN(FAO Aquaculture Newsletter), p45(2019.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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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b)
- 2017년 한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은 367만 톤이며, 그 중 62.8%는 양식 수산물이 차지했다. 양식
수산물 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해양식물(76.4%)과 연체동물(1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5% 이하를 차지했다.
- 한편 2017년 총 수산물 생산량 상위 10개국 중 양식 수산물 생산량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6개 국가로 나타났다.
- 한국은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6위지만, 상대적으로 어로어업 규모가 작아 총 생산량은 12위에
그쳤다. 그러나 어로어업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부존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 확대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산 양식을 통한 식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2017년 순위별･국가별 수산물 생산량 및 양식 수산물 비중
양식 수산물 (A,
톤)

어로어업
(B, 톤)

총생산량
(C=A+B, 톤)

총생산량 대비
양식 수산물 비중(%)

순위

국가

1

중국

64,358,481

15,576,687

79,935,168

80.5

2

인도네시아

15,896,100

6,736,280

22,632,380

70.2

3

인도

6,182,000

5,450,313

11,632,313

53.1

4

베트남

3,831,241

3,277,574

7,108,815

53.9

5

미국

439,670

5,040,461

5,480,131

8.0

6

러시아

186,544

4,878,632

5,065,176

3.7

7

일본

1,021,580

3,274,147

4,295,728

23.8

8

페루

100,455

4,185,193

4,285,648

2.3

9

방글라데시

2,333,352

1,801,084

4,134,436

56.4

10

필리핀

2,237,787

1,889,990

4,127,777

54.2

⁝

⁝

12

대한민국

⁝
2,306,280

⁝

⁝

1,365,967

3,672,247

⁝
62.8

주: 양식 수산물 비중은 각 국가별 총생산량(양식 수산물+어로 어업) 대비 비중임
출처: http://www.fao.org/fishery/statistics(2019. 9. 11. 검색)

한보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mibh@kmi.re.kr/051-79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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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O(2019), “Brief overview of world aquaculture production: An update with latest
available 2017 global production data“, FAN(FAO Aquaculture Newsletter)(2019.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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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최근 중국의 연어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세

■ 2019년 8월 노르웨이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인 10만 4,000톤의 연어를 수출하였다.a)
- 노르웨이 해산물협회(Norwegian Seafood Council)에 따르면 2019년 8월 노르웨이 연어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5% 증가한 수치이다.
- 이는 62억 크로네(NOK)에 달하는 값으로, 2018년 10월 이후 연어 수출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에 해당한다.
- 2019년 1월부터 8월의 기간 동안 노르웨이 연어 수출 물량은 69만 8,000톤에 이르며, 동 기간
누적 수출 금액은 465억 크로네에 달한다.

그림 1. 월별 노르웨이 연어 수출액

출처: https://www.fishfarmingexpert.com/article/bumper-month-for-norwegian-salmon-exports/
(2019. 9. 11. 검색)

■ 노르웨이 해산물협회에 따르면 연어 수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노르웨이
연어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가이다.a) b)
- 실재로 2019년의 1주부터 30주까지의 기간에서 중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대서양 통생연어(whole
fresh Atlantic salmon)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7%(금액 기준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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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르웨이 해산물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연간 연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 중 노르웨이는 최대 156,000톤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림 2. 주차별 노르웨이 대서양 연어의 대 중국 수출 물량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8/02/norway-china-fta-talks-on-track-as-salmonmarket-competition-intensifies/(2019. 9. 11. 검색)

■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연어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b)
-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FTA 체결에 관한 2019년의 제3차 협상이 올해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으며, 제4차 협상은 오는 9월 중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진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tjkim@kmi.re.kr/051-797-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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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어획과 기후 변화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상호연관성

■ 과잉 어획과 기후 변화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연관성 높은 요인으로 밝혀
졌다.a)
-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의 라쉬드 수말리아(Rashid Sumaila) 박사와 트라비스
타이(Travis Tai) 박사는 환경단체인 아워피쉬(Our Fish)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남획 근절이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Ending Overfishing Can Mitigate Impacts of Climate Change)”라는 연구
에서 과잉어획과 기후변화는 상호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 아워피쉬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이 공동수산정책을 실시하고 EU 관할 수역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로, 상기 연구의 결과가 EU 정부에 과잉
어획을 중단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 과잉 어획을 중단하는 것은 기후 변화의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a) b)
- 북대서양, 지중해, 흑해 등 EU 관할 수역에 관한 수말리아박사와 타이박사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어업과 기후 변화는 해양 생태계, 생물다양성, 어업을 포함한 해양의 건강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 과잉어획은 주로 상위 포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해양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있으며, 파괴된
먹이사슬은 해양의 자연 복원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 기후 변화는 해역의 어류를 더 높은 위도로 이동시키고, 해수 온도를 상승시켜 특정 어종의 성장
둔화 및 생식을 억제하는 등 수산자원과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과잉 어획과 기후 변화는 상호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며, 과잉 어획으로 인해 약해진 해양의 자원
복원력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가시켜 일부 어종은 멸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수말리아박사는 과잉 어획으로 인해 현재 해양의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이며, 과잉 어획을 중단하는 것이 해양을 강화시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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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 어획을 끝내야 한다.b)
- 아워피쉬 관계자는 EU에서 과잉어획을 끝내고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에서 어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획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 생태계에 있어 과잉 어획과 기후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두 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성현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shaef@kmi.re.kr/051-79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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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개도국의 수산자원 및 지역경제에 큰 손실 초래
■ 말레이시아는 IUU 어업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a)
- 말레이시아 수산부 완 무하마드 아즈난 압둘라(Wan Muhammad Aznan Abdullah) 과장은 매년
불법 어업으로 인해 최대 약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이 만연해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해역이 넓고 많은 아세안 국가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 없이는 치안 유지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 동남아 수산업개발 센터(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의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내 수산물 공급은 위험 수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산 수산물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불법 어업으로 인해 매년 약 98만 톤,
7~14억 달러의 수산물을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획량의 50%만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며, 나머지
50%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1985년 재정되었던 수산업법을 올해 7월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가 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역에
침범한 외국 선박의 소유주나 선장에 대해 최대 17억 원(600만 링깃), 선원에 대해 최대 1.7억
원(60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케냐는 불법 어업 감시를 강화해 수산물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다.b)
- 2018년 11월, 케냐는 불법 어업에 맞서고 자국 수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안경비대
(Coast Guard Service, CGS)를 발족했다. CGS는 테러, 해적행위, 인신매매 및 마약밀매 감시･
방지 업무 이외에도 케냐 영해에서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케냐는 연안어업 잠재력이 크지만, IUU 어업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케냐 농축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산하기
관인 케냐 해양수산연구원(Kenya Marine 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케냐는
연간 15만~3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수산물 생산량은 9천 톤에 불과했다.
- 또한, 연구원는 IUU 어업으로 인해 매년 1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케냐 해양수산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IUU 어업이 자원 보존을 저해하고 식량안보와 생계를 위협
하며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함은 물론 노동 관련 범죄, 돈세탁,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및 무기 거래
등 다른 심각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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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공공정책 분석 연구원(Kenya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KIPPRA)의
연구에 따르면, 케냐는 상어 고기와 어유(魚油)를 생산해 자국 내에서 소비하거나 수출한다. 그리고
상어의 턱뼈와 이빨은 관광객에게 판매된다. 뿐만 아니라 서인도양의 주요 상어 지느러미 공급원으
로서 아시아에 상당량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출하고 있고, 이것이 상어 남획의 주요 요인이다.
- 케냐의 CGS가 출범하면서 동아프리카 국가 공해상 순찰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2018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9.9% 증가한 14만 8300톤을 기록했다. 2019년 7월까지 15만 5천 톤을
생산해 더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케냐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은 CGS 발족식에서 향후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수산업의 GDP 기여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3배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 줄 것이며 수많은 일자리와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a)
-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2600만 톤의 수산자원이 불법적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평가하
였을 때 이는 전 세계 어획량의 10~20% 수준으로 추정된다.
- 불법 어업으로 인해 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의 위협을 겪던 케냐는 IUU 어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는 물론 국가 경제와 생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IUU 어업 근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IUU 어업의 감시와 예방, 근절이
어렵다.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만이 효과적으로
IUU 어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 IUU 어업 감시 및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양어업 어장에서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입어하고 있는 연안국과
RFMO, 조업 국가와의 국제 협력 관계를 다져야 할 것이다.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참고자료

a)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4398&ndb=1(2019. 9.
9. 검색)
b)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kenya-strives-to-end-illegal-fishingramp-up-seafood-production(2019. 9.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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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조업 모니터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 전자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량, 어획노력량, 부수어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a) b)
- 전통적인 조업 정보 수집 방법은 어업인 또는 옵서버가 승선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륙 후 어획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에 한계를 가진다.
- 이에 반해 전자 조업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은 비디오 카메라, 기어 센서 등을
선상에 비치하여 조업 현황을 관찰, 조업 위치, 어획량 및 대상 종 등에 관한 정보를 기기를 통해
수집하는 기술이다.
- 수집된 정보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자원량 평가, 부수어획 현황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등 보호 대상종에 관한 부수어획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어구 개발 및 조업 방법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전자 조업 모니터링 정보 수집

출처: https://www.fisheries.noaa.gov/insight/electronic-monitoring-explained(2019. 9.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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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자국 어장에서 전자 조업 모니터링을 시범 운행, 향후 낚시 등 레저 활동
에도 확대 계획을 밝혔다.a) b) c)
- 2015년 미국은 대서양 다랑어 연승어선 일부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을
시범 운행하였으며, 북동부에서는 저층 및 중층 청어, 고등어 조업선 일부에도 이를 도입하였다.
- 북동부지역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현재 모든 조업과정에서 전자 조업 모니터링을 이용
하고 있으며, 옵서버가 동승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만족하고 정확한 어획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자원량 추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향후 NOAA(미국 해양대기국)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상업적 어업에 대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의
확대 및 레저 활동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전자 조업 모니터링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비용 문제, 인권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a) b)
- 상업적 어업 활동에 전자 조업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체를 고려한 장비 개발,
해수에 강한 소재 이용 등 보다 완성도 높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자 조업 모니
터링은 조업 과정 녹화본을 바탕으로 어획량, 부수어획 등을 판독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
웨어 기술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 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NOAA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조업 모니터링 운영비용은 옵서버 승선
비용 대비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조업선에 이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은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선상의 모든 영역을 녹화, 수집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홍혜수 수산연구본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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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중국, 미국산 수산물에 대해 10% 추가 관세 인상
전망
■ 미·중 무역 전쟁 1주년, 중국의 對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a)
-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1년을 기준(2018년 7월 ~ 2019년 6월)으로,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은
연간 13억 달러 가량에서 9억 7,000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신냉 바닷가재 수입이 1억 7,6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한편, 중국은 현재 미국산 수산물 중 자국에서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는 품목(연어 등)에 한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중 무역 분쟁의 간접적 영향 등으로 미국산
원재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9월 중국, 미국산 수산물에 추가 10%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a)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미･중 무역 전쟁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7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
이후 수산물에 한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탄력적인 관세 대응을 펼쳐왔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가운데 2019년 5월, 미국이 주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 15%를 인상(누적
25%) 하면서 양국 간 수산물의 무역 관세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
-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2019년 8월, 중국산 연어, 대구, 명태, 해덕 등에 한해 10%
관세 부과를 고려(2019년 12월 15일 발효)하자, 중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주요 미국산 수산
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9월부터는 다시 중국이 보다 탄력적인 관세 대응을 펼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어, 대구, 바닷가재, 게, 오징어, 명태 등의 관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b) c)
- 중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연어, 대구, 바닷가재, 게, 오징어, 명태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해당 품목
들의 관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5%에 해당되었으나, 금년 9월부터는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전과 같이 원료용으로 활용되는 수산물에 한해서는 여전히 관세 면제 조항이 유지되나, 지난
1년간 중국의 對미 수입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원료용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국은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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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비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원료용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a) b) c) d)
-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세계 교역 환경은 양국이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면서 큰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 특히 중국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미국산 원재료에 대한 수입 역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그 여파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우리는 최종 소비용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원료용으로 활용되는 수산물의 교역 동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로 연어, 대구, 게, 명태 등은 우리나라가 수입품을 재수출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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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를 활용한 수산 기업 마케팅 전략
■ 마스코트 마케팅이 다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방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스코트는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상징으로 이를 광고에 활용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 세계적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미쉐린 타이어의 ‘비벤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스코트 중 하나로
미쉐린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마스코트가 타이어회사의 마스코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수산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수산 기업들이
마스코트 마케팅을 통해 기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 마스코트 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핵심가치를 부각시킨다.a)
- 스페인 기업인 누에바 페스카노바 그룹(Nueva Pescanova Group, 이하 페스카노바 그룹)은 1970년대
기업 마스코트였던 루돌프 랑고스티노(Rodolfo Langostino)를 다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 페스카노바 그룹이 1970년대에 처음 선보인 루돌프는 브랜드의 명성을 높이고 스페인 가정에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제 냉동수산제품 전시회를 통해 다시 소개한 것이다.
페스카노바 그룹은 이를 다시 선보이며 ‘새우 수염 보증’을 통해 냉동･냉장 새우 제품의 새로운
범위를 홍보하고 있다.
- 해당 그룹은 새우 수염을 제품이 굉장히 소중하게 처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마스코트를 페스카노바만의 고유 품질마크인 '새우 수염 보증'으로 설정한 것이다.

■ 스타키스트는 마스코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각인시킨 대표적인 브랜드이다.b)
- 스타키스트(StarKist)의 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마스코트 중 하나로, 피넛(Peanut),
쿨 에이드 맨(Kool-Aid Man), 에너자이저(Energizer) 버니와 같이 세계의 기업을 대표하는 아이
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58년 역사의 찰리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빨간 모자, 두꺼운
검은 안경 그리고 브루클린 억양의 스타키스트 브랜드를 통해 어부 모자, 안경 등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 스타키스트는 60년 전 시카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 “맛있는 참치를 맛본다.” 는 슬로건과 함께 이질
감을 자극하는 마스코트를 선보였으며, 아직 스타키스트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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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코트 변화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기업의 정체성을 재설정한다.c)
- 하이라이너 푸드(High Liner Foods)는 상징적인 마스코트인 캡틴 하이라이너(Captain High
Liner)를 올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었다. 회색 머리 아이콘은 그대로지만 선장모자와
터틀넥 스웨터가 사라졌다. 이제 선장은 더 젊은 얼굴, 업데이트 된 옷,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하고
수염을 다듬었다.
- 하이라이너 푸드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 캡틴은 그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적인 제품 라인과 수산물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반영했다고 한다. 변화된 선장의 모습을 통해 회사가 새롭고 감동적인 수산물 제품을
만드는 현대적인 브랜드라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림 1. 세계적 수산기업의 업체별 마스코트

페스카노바 마스코트 ‘루돌프’

스타키스트 마스코트 ‘찰리’

하이라이너 푸드 마스코트
하이라이너’

출처: (좌, 우) https://www.seafoodnews.com/, (중) https://starkist.com/(2019. 9. 5. 검색)

■ 한국산 수산(가공)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많은 수산기업들이 마스코트, 기업 히스토리, 경영자 스토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
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수산기업 역시 해외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핵심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a)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KC3YsOsrPPkQVyocp—E27U8zVsaH—
Wo3vt4L2rUVXLY=/1118866(2019. 8. 13. 검색)
b)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KC3YsOsrPPkQVyocp—E27U8zVsaH—
Wo3vt4L2rUVXLY=/1150755(2019. 9. 5. 검색)
c)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KC3YsOsrPPkQVyocp—E27U8zVsaH—
Wo3vt4L2rUVXLY=/1139091(2019. 9.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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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통채널이 가져온 중국 수산물 유통시장의 위기와 도전
■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으로 중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a) b)
- 현재 중국은 수산물 유통시장의 구조 조정 시기로, 새로운 혁신과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신유통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중국에서 꼽은 수산물 유통시장에서의 가장 큰 혁신은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일환인 신유통이다. 2016년 ‘온라인+오프라인+물류’의 세 분야를 융합한 신유통 등장으로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2013년 200%에서 2017년 10%로 떨어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제품 표준화의 한계, 높은 물류비용, 인프라(콜드체인)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전자상
거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오프라인+물류’가 융합한 신유통이 등장해 전자상거
래의 가장 큰 약점인 물류를 보완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대체한 것이다.
- 신유통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허마셴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은 물론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수산물을
고르고 구입한 후에 집에서 요리할 수도 있고 바로 매장 내 식당에서 조리해 섭취할 수도 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물류 배송과 요식업까지 운영하는 기존 유통채널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둘째, 30분 안에 매장 근처 3km 범위 내 배달이 가능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신선식품의 물류측면에서의 약점을 상쇄하고 있다.
- 최근 중국에서 신선식품을 메인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매장 형태인 동네 신선식품 전문마트가 많아
지고 있다. 매장 면접이 50-200㎡로 크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소비가 대중화된 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형마트, 체인마트가 수산물 등 신선식품 취급 확대로 위기 돌파를 모색하다.a) b) c)
- 마트는 신유통 등장에 따라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유통채널이었으나, 최근 잇따른 매장 철수 및
수익 하락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취급 비중의 확대에 나섰다.
- 2018년 기준 중국 전역에서 1,275개 체인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휘마트(永辉超市)의 경우,
신유통 등장 이후 신유통 매장을 오픈하는 동시에 일반 매장에서 신선식품의 취급 비중도 함께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휘마트의 수익 구성에서 신선식품(가공품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제품군에서 가장 높고, 2015년 46.04%, 2016년 47.1%, 2017년 47.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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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대형마트도 신선식품 취급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수입산 수산물 산지
직구를 통해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수요를 맞추고 있다.

■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일반 수산물시장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a) b) c)
- 새로운 유통채널의 참여,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 농(수)산물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신유통 등장, 유통매장의 수산물 취급 비중 증가 등의 트렌드가 확대되자 중국 수산 선두업체들이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B2B 플랫폼 개발, 산지 직매입에 따른 유통
중간단계 축소 등으로 전통 수산물시장의 유통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외에 정부의 시장
관리 강화, 소비자의 니즈 확대 등도 수산시장 점유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중국 내 전문가가 2016년 기준 중국 수산시장을 통한 수산물 유통비중은 60%이었으나, 유통시장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빠른 2018~2019년에는 이 같은 비중이 대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중국 수산시장의 수량 및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혁신 및 변화가 필요한 시점
으로 보인다.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a) b) c)
- 경제 발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향후 전통적으로
중간 유통 역할을 하는 수산시장의 축소, 생산부터 가공 및 판매까지 전 산업 사슬이 일체화된 선두
수산업체의 등장,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결합된 신유통의 성장 등은 중국시장에서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로, 향후 중국의 수산물
유통시장 및 우리 수산물 對중국 수출에 어떠한 변화가 가져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편, 우리나라 제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에서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모니터링
은 물론이고,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 수출 수산물의 브랜드화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수출 전략도
필요하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han0202@kmi.re.kr/051-79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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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의 성장 잠재력

■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은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 정책 이후 성장세를 보였다.a)
-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산물 가공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상한 조정하면서 외국의 기술
및 공장 이전을 유도했다. 동시에 수산물 가공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관･운송 시스템 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역시 상한 조정하며, 수산물 가공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 개선 의지를 보였다.
- 한도 상한선 개정 당시 수산물가공 시스템 및 물류 시스템이 발전한 국가로부터 수산물 가공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부적으로 높았다. 실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가공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등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글로벌 수산기업의 가공공장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들고 있다.b) c)
- 2018년 글로벌 수산기업 타이유니온 그룹(Thai Union Group)은 인도네시아에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였다. 그룹은 향후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새우 가공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
냈다.
- 미국 노스아틀란틱North Atlantic Inc.)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발리씨푸드인터네셔널(Bali Seafood
International)은 가공 공장을 꾸준히 확장하며 가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일본, 러시아 수출을 위한 수산물 가공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며,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 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 일부 수산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거나 또는 새롭게 설립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늘어
감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수산물가공업 허브(Hub)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 발전, ASEAN 수산물 가공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고한다.d)
-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어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은 값싼 노동비를 이용한 원가 절감과
원료의 원활한 수급으로 수산물 가공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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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체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제동을 맞은 품목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은 ASEAN 내 수산물 가공업의 판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례로 ASEAN의 대표 수출품인 새우와 참치 가공품의 경우, 미국, 일본 수출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면서, 주력 수출국인 베트남과 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이 가져올 아세안 수산물 가공업 구조와 교역 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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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규범 확산과 수산자원의 변신

■ ‘지속가능성’ 규범과 함께 친환경 소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a) b) c)
-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접 구매, 소비하는 소비자의 의식 또한, 변화하여 친환경적인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관심을 가지는 등 소비 행태의 변화 또한, 보이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식품업계에서도 친환경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소재 포장재 도입, 신소재 포장재 개발 등 재활용 내지는 친환경적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식으로 친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 해조류, 친환경 소재로 변신하고 있다.d) e)
-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최근 필리핀에서는 해조류와 망고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
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는 해조류와 망고에서 추출한 유기물로 구성
되어 있어 환경 유해물질을 남기지 않고 분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아울러 런던 마라톤에서는 플라스틱 물병 대신 해조류를 활용한 식용 캡슐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
여 친환경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평소 마라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물병 쓰레기는 평균
20만 개 정도이다. 마라톤 주최 측에서는 과도하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
어로 식용 캡슐이라는 새로운 소재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 해조류를 활용한 식용 캡슐(Ooho) 개발은 런던에 위치한 스키핑 락스랩(Skipping Rocks Lab)이
라는 스타트 기업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업체는 식용 캡슐은 플라스틱 물병 생산 단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캡슐 자체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생분해가 가능한 점 등의
환경 친화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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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조류를 활용한 식용 캡슐(Ooho)

출처: UNILAD News, Skipping Rocks Lab(2019. 9. 5. 검색)

■ 미이용 수산자원, 신개념 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f)
- 앞서 언급한 소비 행태 변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방산업의 변화라고
한다면, 식품 원재료 등과 같은 후방 산업도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에 반해 토지와 물 등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어 인류는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이에 유럽에서는 식용 해파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식용 해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다. 유럽은 해파리를 미래 신개념 먹거리(Novel Food)로 개발할 경우, 과도한 개발에 따른 수
산자원의 남획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수산자원의 새로운 이용·활용법에 대한 논의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수산업 전후방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소재,
신소재 등에 다양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수산물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 식품 측면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그간 이용되지 않던 수산자원의 개발･활용이 새로운 신소재 식품･
신개념 먹거리로 관심 받고 있다. 이는 기존 수산자원에 가해지는 과도한 개발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미래 인류가 직면하게 될 식량 안보 위기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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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새로운 이용･활용법 개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논의와 참여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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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정책 개혁에 박차

■ 최근 일본에서는 수산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a)
- 일본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산물이 풍부하게 어획되고 있어 수산업이 식량산업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 생산량의 감소, 어업인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 한편, 수산업 현장에서는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닷가
활력재생계획’ 등을 위시한 다양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ICT 등의 신기술 활용한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수산청은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2017년 4월에 수립된 신
수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동년 12월 ‘수산정책 개혁 방향’을 마련했고, 2018년 6월 수산정책의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수산정책 개혁에 대해’를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계획’에
포함시켰다.

■ 수산정책 개혁은 자원관리, 어촌, 유통, 어업제도 등 수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b)
- 수산정책 개혁은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 어업인 소득 향상과 어업 취업
구조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수산정책 개혁 개요

출처: http://www.jfa.maff.go.jp/j/kikaku/wpaper/h30/attach/pdf/30suisan1.pdf(2019. 9.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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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정책 개혁은 새로운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유통구조 개혁,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는 어업허가제도의 재검토, 양식･연안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해면이용제도의 재
검토, 수산정책 개혁 방향에 맞춘 어업협동조합제도의 재검토, 어촌 활성화와 국경감시 기능을 위
시한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에 대해 추진한다.
- 수산정책 개혁의 내용 중 자원관리, 어업허가, 어업권 등의 어업생산에 관한 제도와 어업협동조합
등과 관련한 제도는 2018년 12월 「어업법등일부개정하는등의법률」로 공표되었다.

■ 수산정책 개혁의 대상 및 주요 내용은 크게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c)
- 첫째, 새로운 어업법의 목적을 변경하였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의 확보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어업법은 어업이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며, 어업
인의 질서 있는 생산 활동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되었다.
- 둘째,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의 도입이다. 향후 TAC 대상어종을 늘려서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며, 매년 TAC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최신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도 향상시켜
안정적인 어획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어업인 또는 어선에게 어획량을 할당하는 IQ를
도입하여 과당 경쟁의 해소와 계획적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 셋째, 어업허가제도의 재검토이다. 어선 및 어업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나간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장관허가는 5년마다
일제갱신을 해 왔는데, 앞으로 어업인의 폐업 등으로 신규허가가 필요할 때마다 어업허가가 가능
하도록 바뀐다. 또한, 어업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IQ를 제대로
운용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크기 등의 제한을 완화한다.
- 넷째, 어업권제도이다. 지금까지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권자의 어장 이용
을 계속 유지하지만, 이용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어장의 경우 협업화 또는 신규 참여를 가능
하도록 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어업권은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에게
면허를 부여해 나가지만, 정치어업권과 구획어업권(양식어업권 등)은 우선순위를 폐지하여 기존
어업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면허할 수 있도록 바꾼다.
- 다섯째, 해구어업조정위원회제도의 재검토이다.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인 또는 어업종사자 등
으로 구성되며 어업조정 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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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불법어업에 대한 대책이다. 최근 불법조업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산동식물(해삼, 전복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채포한
자와 불법 어획물을 알고도 운반, 구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마지막으로, 어업협동조합제도의 재검토이다. 각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어업인이 어획한 수
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도 향상, 브랜드화,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
협동조합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어업협동조합 역할을 어업인 소득 향상
으로 추가를 하고, 판매 사업을 하는 어업협동조합 이사(理事)의 경우, 판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내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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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업,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발전 모색해야
■ 새우 양식으로 성공 거둔 인도, 내수면 어류 양식으로 성공을 재현하고 있다.a)
- 인도는 10년 전 새우 양식을 시작했으며, 대규모 수출에도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팡가시우스와
틸라피아 양식을 통해 새우 양식업에서 거둔 성공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
- 인도의 낙후지역 중 하나인 비하르(Bihar)가 포함되어 있는 북부지역은 두 어종의 양식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비하르지역 어업인 협회장인 리시스케쉬 카얍(Rishishkesh Kashyap)에 따르면, 농민들이 잉어
등 기존의 내수면 어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2년간 10배가량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이는 팡가시우스가 부화 후 140일 만에 800g까지 클 수 있으며1), 다른 어종에 비해 질병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카얍(Kashyap)은 언급했다.

■ 내수면 양식 어류는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b) c) d)
- 앞서 언급한 인도의 경우 팡가시우스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생존율이 높아 생산원가가 낮기 때문에
자국 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최근에는 기존의 성장속도보다 50~80% 더 빠르게 성장하는 틸라피아 종자가 비영리 연구 기관인
월드피쉬(WorldFish)에 의해 개발되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닭고기보다 영양가가 높고 저
렴한 식품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금도 내수면 양식어류는 저개발국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짐바브웨의 경우 치쿠루비(Chikurubi) 교도소의 수감자 578명을 포함한 대다수 교도
소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양식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부비-루팡(Bubi-Lupane) 댐에 만 마리 이상의 틸라피아 치어를 입식하였고,
2019년 해당 지역의 7개 교도소 수감자에게 공급되었다.
- 해당 지역의 보사(Bosha) 대변인은 틸라피아 양식은 수감자들의 영양 실조 해결에 매우 유용한
프로젝트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내수면 양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인도 내수면 양식의 주요 어종인 잉어의 경우 전통적 양식방법을 통해 800g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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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내수면 양식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e) f)
-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경우, 최근 10년 간 3만 톤 내외로 생산이 정체되어 있으며, 양식어종도
뱀장어, 메기, 송어, 향어 등 일부 어류 중심의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내 내수면 양식수산물 부류별 생산 동향(최근 10년)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30,071

30,982

32,270

28,131

25,414

29,774

33,055

35,400

36,270

35,220

어류

25,718

26,326

26,521

22,872

20,461

24,081

26,236

28,268

29,608

27,641

갑각류

511

345

262

321

210

306

474

265

220

257

패류

3,742

4,085

5,297

4,688

4,525

5,191

6,168

6,673

6,285

7,163

기타

100

226

190

250

217

196

177

192

156

160

출처: 통계청(2019. 9. 19. 검색)

-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해 ‘내수면 갑각류 연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는
아쿠아포닉스(물고기 분비물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는 수경재배 형식의 농･어업 융･복합 산업)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내수면 양식장 육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최근 2~3년 이내에 착수한 것으로, 해외 다수의 국가에 비해 내수면
양식업 발전을 위한 중요성 인식이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국내에서는 내수면 양식 수산
물에 대한 인식이 낮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도가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면 양식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국훈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051-797-451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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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바닷가재 주요 수입국 변화

■ 미-중 무역 분쟁 후 1년, 중국의 미국산 바닷가재 수입금액은 86% 감소했다.a)
- 지난 2018년 7월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수산물 수입금액은 9억 6,900만 달러로, 관세 부과 조치 이전(2017년 7월~2018년 6월)의 수입
금액인 13억 달러에 비해 36% 감소했다.
- 특히 신선 바닷가재(American lobster) 수입 금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미국산 바닷가재 수입
금액은 관세 부과 이전인 1억 7,600만 달러에 비해 85.8%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중국의 미국산 바닷가재 수입은 줄어든 반면, 캐나다산의 수입은 크게 늘었다.a) b)
-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심화로 중국은 미국산 바닷가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에 비해 캐나다산 바닷가재가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캐나다산 바닷가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
- 관세 부과 조치 실시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의 캐나다산 및 미국산 신선
바닷가재 수입량은 각각 2,094만 파운드, 1,922만 파운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관세 부과 조치가 실시된 이후 2019년 6월까지 미국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7% 감소한 313만 파운드에 그친 반면 캐나다산은 4,387파운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1. 중국의 신선 바닷가재 수입량 추이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7/30/one-year-after-tariffs-chinas-imports-of-us-se
afood-down-36/(2019. 9. 12. 검색)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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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의 바닷가재 대중국 수출량은 3,300만 파운드에 육박했는데,
이 수치는 2018년 캐나다의 연간 대중국 바닷가재 총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금액 또한,
크게 늘어 6월까지 총 2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 총 수출금액은 작년 2억 2,5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으로 미국의 바닷가재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c) d)
-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바닷가재 생산 지역인 메인
주의 바닷가재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은 메인 주에서 생산된 바닷가재의 주요 수출국으로,
2017년 대중국 바닷가재 수출액은 1억 2,5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까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69%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메인
주의 대중국 바닷가재 수출은 84% 급감했다.
-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자, 미국 내 일부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고용 인원을 감축했으며,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로 본사를 옮기기도 하였다. 대중국 수출
급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태국, 베트남, 홍콩,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국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는 향후
미국의 바닷가재 산업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어,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 중국의 캐나다산 바닷가재의 수입 증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e)
- 지난 9월 12일 중국 정부는 미‧중 분쟁 이후 처음으로 16개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
는데, 주요 수입 수산물 중 새우, 어분 등은 포함되었으나 바닷가재는 포함되지 않아 바닷가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세 철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산에 비해 가격 우위에
있는 캐나다산 바닷가재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닷가재의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현정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연구원
(bye0412@kmi.re.kr/051-797-45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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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 산정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일본은 ｢2018년 식료수급표｣ 작성 결과 및 식품군별 자급률을 발표하였다.a)
- 2019년 8월 6일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관방정책과 식량안보실은 ｢2018년 식료수급표｣1) 작성결과
및 수산물을 포함한 세부 식품군별 자급률을 발표하였다.
- 2018년 일본의 어패류 생산량은 392만 톤, 수입량은 405만 톤, 수출량은 81만 톤, 전체 국내소
비량은 716만 톤 수준이다. 국내소비량 중 사료용으로 이용된 수산물이 약 147만 톤이며, 식용
(조식료)으로 이용된 양은 569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일본 국민 1인 1년당 수산물 국내소비량은 조식료 기준으로 어패류 45.0kg, 해조류 0.9kg으로
총 46kg 수준이며, 머리, 뼈, 내장 등 비가식 부위 등을 제외한 순식료 기준으로는 약 25kg으로
나타났다.
표 1. 2018년 일본의 식료수급표 내역(수산물)
(단위: 천 톤)

구분
어패류
신선･냉동
염건･훈제･기타
통조림
사료･비료
해조류

국내
생산량
3,923
1,858
1,304
187
574
93

구분
어패류
신선･냉동
염건･훈제･기타
통조림
사료･비료
해조류

전체
5,692
2,094
3,253
345
0
115

외국무역
수입량 수출량
4,049
808
954
722
2,005
59
163
6
927
21
46
2

재고
증감량
7
△4
△3
△1
15
0

국내
소비량
7,157
2,094
3,253
345
1,465
137

사료용
1,465
0
0
0
1,465
0

국내소비량 내역(계속)
조식료
수율(%)
1인1년당(kg)
1인1일당(g)
45.0
123.3
53.1
16.6
45.4
53.1
25.7
70.5
53.1
2.7
7.5
53.1
0.0
0.0
0.0
0.9
2.5
100.0

국내소비량 내역
종자용 가공용
0
0
0
0
0
0
0
0
0
0
0
22

감모량
0
0
0
0
0
0

1인당 공급 순식료
순식료

1년당(kg)

1일당(g)

23.9
8.8
13.7
1.4
0.0
0.9

65.5
24.1
37.4
4.0
0.0
2.5

3,022
1,112
1,727
183
0
115

주: 2018년 식료수급표에서 수산물에 해당되는 어패류, 해조류의 주요 부분만 발췌하였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zyukyu/fbs/index.html)(2019. 9. 9. 검색)

1) 식품수급표(Food balance sheet)는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수급 실태, 식품공급량, 영양공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국가의 식품수급 정책, 국민건강･영양 관련 기초 연구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 표를 ‘식료수급
표(食料需給表)’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식품수급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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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중량 기준, 비식용 포함)2)은 어패류 전체가 55%, 해조
류가 68% 수준이다.b) c)
- 그러나 식용 어패류의 자급률은 전년 대비 3% 포인트 늘어난 59%를 기록하였다. 국내 생산량은
멸치, 전갱이 등의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가리비, 꽁치, 정어리 등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으로는 전년 대비 1.2만 톤 증가(323.7만 톤→334.9만 톤)하였다. 국내 소비량은 수입량 감소
및 수출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6만 톤 감소(581.8만 톤→569.2만 톤)함에 따라 자
급률이 증가하였다.
- 해조류는 다시마 생산 증가에도 불구, 김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천 톤
감소(9.6만 톤→9.3만 톤)하였다. 국내 소비량도 전년 대비 3천 톤 감소(14.0만 톤→13.7만 톤)
했지만, 국내 생산량의 감소율이 더 큼에 따라 자급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2. 일본의 식품군별(수산물) 자급률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쌀
밀
두류
야채
과일
육류
어패류(전체)
어패류(식용)
해조류

1965
95
28
25
100
90
90
100
110
88

1975
110
4
9
99
84
77
99
100
86

1985

1995

107
14
8
95
77
81
93
86
74

104
7
5
85
49
57
57
59
68

2005
95
14
7
79
41
54
51
57
65

2010

2015

97
9
8
81
38
56
55
62
70

98
15
9
80
41
54
55
59
70

2017
96
14
9
79
40
52
52
56
69

2018
97
12
7
77
38
51
55
59
68

출처: http://www.maff.go.jp/j/zyukyu/zikyu_ritu/attach/pdf/012-14.pdf(2019. 9. 9. 검색)

■ 일본은 자급률의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1995년 이후 수산물 자급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d) e) f)
- 일본의 ｢수산기본법｣에는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를 매 5년마다 공표되는 ‘수산기본계획’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산기본계획 수립 시 어패류와 해조류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추세 전망치를 토대로, 어업생산과
수산물 소비에 대한 여러 과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달성 가능한 지속적인 어업 생산량, 바람직한
수산물 소비량을 산정, 이를 기반으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 식품 자급률은 자국의 식품소비가 국내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 조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급률은 중량, 칼로리,
생산액 기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중량 기준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함에 따라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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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15년 제정･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수산물 자급목표를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수산물 자급률은 1990년 126.8%, 2000년 92.5%, 2010년 78.0%, 2017년 73.3%3)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관리 사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행된 다양한 정책 등을
벤치마킹, 국내 수산물 수급 여건에 부합하는 자급률 제고 대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사료용 수산물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수산물 수급 산정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 앞서 살펴본 일본의 식료수급표에서는 사료용 수산물 이용 내역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수급표 상에서는 사료용 수산물 수요가 ‘0’으로 처리되고 있다.
- 실제로 어류･전복 양식장에서 소비되는 생사료, 먹이용 미역･다시마의 양이 매우 많지만, 현재
식품수급표의 수급 집계에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물 식용공급량, 순식용공급량,
영양공급량 등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다.
- 양식산업의 산업적･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료용 수산물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향후
어떤 수산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료로 투입되고 있는지 기초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영한
식품수급표의 작성･공표 등 수산물 수급 산정체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
된다.
이헌동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팀장
(lhd7729@kmi.re.kr/051-797-4543)

참고자료

a) http://www.maff.go.jp/j/zyukyu/fbs/index.html(2019. 9. 9. 검색)
b) http://www.jfa.maff.go.jp/j/kikaku/24jikyuuritu.files/29jikyuuritu.html(2019. 9. 9. 검색)
c) http://www.maff.go.jp/j/zyukyu/zikyu_ritu/attach/pdf/012-14.pdf(2019. 9. 9. 검색)
d) http://www.jfa.maff.go.jp/j/kikaku/attach/pdf/170117-1.pdf(2019. 9. 9. 검색)
e) http://www.jfa.maff.go.jp/j/kikaku/kihonkeikaku/pdf/38kikaku_shiryo.pdf(2019. 9. 9. 검색)
f)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식품수급표, 2018.12.

3) 2017년 어패류의 자급률은 53.7%, 해조류 자급률은 11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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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미항로 디 얼라이언스 우세 및 선사의 수급균형 노력
예상
■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TA)가 현대상선의
가입과 기존 멤버 선사의 실적 회복으로 얼라이언스들 중 2020년에 아시아-북미 항로
에서 우세한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a)
- TA(The Alliance)는 현대상선 참가로 독일 하팍로이드, 일본 ONE(Ocean Network Express),
대만 양밍해운의 4개 선사 체제로 운영이 된다.
- 현대상선은 TA에 정규멤버로 참여키로 결정했으며, 2030년까지 10년간의 업무제휴 계약이
2019년 6월 19일 대만에서 체결되었다.
- ONE(Ocean Network Express)은 2018년 4월 영업개시 이후 적자폭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아시아발 미국 수출용 화물 처리량이 회복되면서 2019년 1분기(4~6월) 흑자를 달성했다.
- ONE은 2019년 북미항로에서 일본 해운 3개사(NYK･MOL･K-Line)의 컨테이너선 사업통합을
통해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2019년 1~5월 기준 북미항로에서 얼라이언스별 점유율은 1위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OA), 2위 TA, 3위 2M 순이다.a)
- IHS Markit 산하의 미국 통관 정보 서비스 JOC-PIERS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북미
항로 TA 점유율은 24.7%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 프랑스 CMA CGM, 중국 COSCO 쉬핑, 홍콩 OOCL, 대만 에버그린 등으로 구성된 OA의 북미
항로 점유율은 28.6%로 1위이다.
- 2M･현대상선 그룹은 22.6%로 3위이며, 얼라이언스 미가입 개별 선사들의 점유율 합계는 24.1%
이다.
- 2020년 4월에는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에 의한 2M 얼라이언스와 현대상선의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반면 독일 하팍로이드, 대만 양밍해운, 일본 ONE이 조직한 TA에 현대상선이 참가한다.
- 아직 TA는 북미항로 점유율 2위이지만 2020년 현대상선 합류로 점유율 기준 1위의 우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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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이언스 가입사는 물동량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a)
- 2019년 1･2분기 북미항로의 얼라이언스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이유는 해운선사들이
신규 선복을 추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얼라이언스들은 올해 신규 배선 대신 blank sailing(감선･감편)을 통해 불황에 대응하는 한편 화물
급증 시에는 extra loader(임시 증편) 등을 실시해 선복 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
- 선복량 기준 상위 top 7개사(머스크 라인, MSC, COSCO 쉬핑, CMA CGM, 하팍로이드, ONE,
에버그린) 중 4개사 간부가 2019년 8월 저널 오브 코머스(Journal of Commerce･JOC)에 비공식
적으로 답변한 바로는 현재 선사 트렌드가 점유율(화물량)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화물 집화로
전환되고 있다.

■ 얼라이언스들은 과거 과잉 선복 투입과 운임 경쟁으로 서로 손실을 입히면서 시장점유율
획득을 모색했던 반면 현재는 보다 공생적 접근으로 공급선복량을 상호 조절하는 모습
이다.a)
- 요컨대 얼라이언스들은 올해 spot 운임 상승 수단으로 blank sailing을 실시하고 이후 extra
loader를 실시해 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비교적 안정적인 운임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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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2019. 8. 30. 검색)

일본･노르웨이, 배터리 구동 선박 운항 개시

■ 벌크선박 건조로 유명한 일본 나가사키 소재 오시마 조선소는 배터리로만 운영하는
선박을 일본 최초로 인도했다.a)
- 오시마 조선소의 페리선박(e-Oshima)은 축전지를 사용해 추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 내비
게이션 및 무선 장치, 조명장치, 에어컨 시스템 및 항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 약 2시간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이 선박의 추진시스템은 일본 GS Yuasa 대용량 리튬 이온
축전지를 주요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 동 선박의 제원은 길이 35m, 최대수용 인원은 50명, 대형버스와 승용차 4대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으며 일부 자율운항 기술을 갖추고 있다.
- GS Yuasa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국제 우주정거장과 보잉 787 드림 라이너를 포함한 수많은 프로젝트
를 통해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 세계 최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박이 노르웨이에서 인도되었는데 5메카 와트 배터리를 장착
하고 있으며 배터리팩 무게가 65톤이며 한 시간 안에 재충전할 수 있다.
그림 1. 일본 오시마 조선소의 배터리 구동 선박

출처: Splash 247.com(2019. 9.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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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최근 배터리 전력만으로 MS Roald Amundsen 하이브리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b)
- MS Roald Amundsen은 극지방 운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현대적 인테리어가 포함된
고급스러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편의시설로는 개방형 사우나, 레스토랑, 바, 넓은 전망대, 전용 야외 온수 욕조 및 전용 발코니가
있으며 약 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전용과학센터도
있다.
-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트레인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박 소유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 이미 이번 여름에 Roald Amundsen은 노르웨이 해안, 스발바르군도 및 그린란드를 운항했으며
내년에는 남극에서도 크루즈를 운항할 계획이다.
그림 2. 배터리 구동 노르웨이 대형 크루즈 선박

출처: New ATLAS(2019. 9.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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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plash247.com/oshima-delivers-japans-first-battery-powered-ship/?fbclid=I
wAR2UgKTUpY9gcs988K1I6MJgbb6LLtzJbp-RtVu3QbEHCtBHYhrzToDtggA(2019. 9. 2.
검색)
b) https://newatlas.com/hybrid-cruise-ship-battery-hurtigruten/60429/?fbclid=IwAR3IFN
5m6F679i46r84MpKEtEO0UNA3C3YiunnnM8pizxRQiWu0FUTcKGC4(2019. 9.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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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선박의 변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가 선박의 기술 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최근 건조된 선박의
과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a)
- 최근 건조된 선박이 예측 가능한 규제와 기술개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운항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 IMO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박이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고, 2050년에
건조된 선박은 이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a)
- 이는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MO의 2050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항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성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 배터리,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 수소 등이 대체 연료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상업성이 부족하고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050년까지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연료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할 글로벌 규정을 적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선박제조연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1) 또는 유황 한도치(sulphur
cap)와 같은 기술 및 운항 요건 충족이며 다른 하나는 CO2 세금과 같은 시장기반 조치 이행이다.

■ 디지털화는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든다.a) b)
- 일부 선박 운항 업체는 육상 운항 센터에서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중앙 집중화해 IT 지원을
받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고 처리되면 육상 운항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진다.

1) 선박의 연비효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요구 수준을 못 맞출 경우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97

- 디지털의 진화로 기계학습 및 원격제어 선박 등 최신 이론에서 제시된 현대화 된 선박의 설계와
새로운 기술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해양 분야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아직 디지털화가
가져올 기회와 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지금은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고 경쟁우위를 점할 때이다.
전서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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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사 CMA CGM, 북극해 항로 운항 중단 발표

■ CMA CGM사가 북극해 환경 보호를 위해 북극해 항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했다.a) b)
- CMA CGM사의 로돌프 사드(Rodolphe Saadé) 회장은 북극해 항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CMA CGM사 500척의 선박 중 어떠한 선박도 북극해 항로(NSR, North Sea
Route)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선박기인 오염, 선박과 해양생물과의 충돌 등이
북극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 취약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북극해 항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CMA CGM사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게 된 것은 지구 온난화를 불러온 과거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컨테이너 정기선 선사들
에게도 북극해 항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일반적으로 신규 항로는 해운회사에 중요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A CGM사가 북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 북극해 항로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b) c)
- 러시아는 1년 내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극해 항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표로 새로운 핵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 회사인 머스크(Maersk)는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의 북극해 항로에
대한 테스트 통항을 지난 해 9월에 완료했으며, 또한, CMA CGM사의 주요 경쟁사인 코스코
(COSCO)사는 올해 여름에만 14번의 항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북극해 항로 진출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나라 역시 북극해 진출에 적극적이다. 즉 북극해 항로의 상업적 이용 및 이 항로를 통한 러시아의
자원 수송 등 여러 이유로 북극해 진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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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한 영역이 북극해 항로의 진출이다. 그렇지만 북극해 항로를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이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허성례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rhu0201@kmi.re.kr/051-79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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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저케이블 시장 성장세 가속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요 집중
■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이 2025년 기준 261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a) b) c)
- 최근 Verified Market Research는 2019~2026년 기준 세계 해저케이블산업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향후 수 년 내 해저케이블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7년 기준 105억
4,000만 달러 규모에서 2025년 261억 6,000만 달러까지 성장(12.1%)할 것으로 예측했다.
- 전문가들은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저케이블 시장 역시 위축되는 흐름이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
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주요 5개 지역에 대한 2026
년까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다.
- 이번 연구가 최근 해저케이블 산업에 대한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투자자 및 전문가들에게 사업개발
기회 및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해저케이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d) e)
-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은 전력 수요증가, 다양한 통신 사업자 등장,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 현재 인도, 중국, 한국 등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해저케이블 관련 프로젝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역시 해당 지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일본 기업인 NTT 커뮤니케이션(NTT Communications)은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인도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은 개발도상국들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내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리더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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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해저케이블 산업시장 규모 예측(통신 및 전력부분)
(단위: USD billion)

출처: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submarine-cable-system-market184625.html?gclid=EAIaIQobChMIirGjvJnD5AIVSLaWCh1_EwyvEAAYASAAEgLmj_D_BwE
(2019. 9. 10. 검색)

박혜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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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원격조종 가능 선박 실험 성공의 의미
■ 원격운항기술을 이용한 해양오염방제 실험이 성공했다.a)
- 해양기술회사 ‘시 머신즈’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름 제거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실험은 미국해양청이 주관했으며, 정부, 해군, 환경 단체
들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틀랜드 항에서 실시되었다.
- 이번 실험에서 목적 수행을 위한 전자해도 상 항해계획, 변침점(Waypoint) 자동 추적, 다수 선박
과의 조화로운 작업 수행, 붐, 스키머 벨트, 기타 대응 장비의 원격 조종 등이 수행되었다.
- 실험에서 해양오염방제선은 육상에서 원격조종되었다. 해양오염 방제의 원격조종 성공은 선원 승선
없이 언제나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쁜 해상 조건이나 주변 유독가스로부터
승무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시 머신즈사에서 개발한 자율운항 해양오염방제선

출처: https://gcaptain.com/sea-machines-tests-autonomous-skimmer-vessel-with-marad/
(2019. 9. 10. 검색)

■ 자율운항선박 수용 준비와 관련 없이 기술은 지속 발전 중이다.b)
- 자율운항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칙 작성에 앞서 이미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의 선박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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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gsberg Maritime사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소방선을 개발했으며, 소방선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 머신즈사도 소방선을
개발하고 원격조종을 시연한 바 있다.
- 완벽한 자율운항선박 출현은 아니지만, 원격조종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 점유가 시장 선도의 중요한
열쇠라는 의미이다.
- 반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자율화 정도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을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라 처음 정의 내렸으며, MASS 적용을 위해 현존하는 규정을 검토
하고 있어 자율운항관련 기술 발전에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원격운항자에 관한 정확한 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2017년 MASS 정의와 함께 Remote Operator(원격운항자)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Remote Operator가 선원을 대체하는지,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은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
- 기술은 이미 규정을 넘어 Remote Operation이 가능한 선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자율운항선박 수용을 위해서는 Remote Operator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psw6745@kmi.re.kr/051-79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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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기 선박 문재 해결책 적극 모색

■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가를 따라 유기된 선박들이 나타나고 있다.a)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는 캐나다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밴쿠버
(Vancouver), 빅토리아(Victoria) 등 해양 도시를 갖고 있다. 해안선 길이 는 약 27,200킬로미터로,
캐나다 전체 해안선(약 243,042킬로미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 폐기선박처리협회(Dead Boat Disposal Society)의 존 로(John Roe) 작업반장은 해안선에 버려진
선박을 인양, 처리하는 작업에 약 25년간 몸담았다. 존 로 반장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유기된 선박들이 나타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며 유기선박 대부분은 주로 여가‧낚시‧레저
등을 위해 제작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 방치된 선박들이 연안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a) b)
- 캐나다 연방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방치된 선박 척수를 약 1,4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방치된 선박들은 선박 내 잔유(殘油), 연료, 플라스틱을 해안가로 배출하며 주변 연안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다.
- 특히 버려지는 소형 선박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선체 자체가 하나의 큰 쓰레기 더미
(‘full of garbage’)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존 로 반장에 따르면 25피트 규모의 선박 하나가 버려질 경우
약 48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해안가에 투기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폐기선박처리협회를 3년간 지원하면서 약 100척의 선박을 인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존 로 반장은 유기 선박에 대한 규제와 처리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 차원에서 유기선박 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b) c)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지난 3월 4일 「난파･유기･위험 선박에 관한 법률(The Wreck,
Abandoned or Hazardous Vessel Act)」을 통과시켰다. 법령은 여가용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법한 폐기 절차 없이 선박을 유기하는 선주에
대해 개인에게는 5만 달러(한화 약 4550만 원), 기업에는 25만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은 연방정부의 숙의를 거쳐 캐나다 전국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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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선박 처리에 대한 기금 조성 및 지역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캐나다 교통부
(Transtport Canada)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래브라도(Labrador), 뉴펀들랜드
(Newfoundland) 지역에 약 1천 3백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투자해 선박평가･해체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셰이라 말콤슨(Sheila Malcolmson) 하원의원은 “유기선박에 대한 문제는 지방과 연방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임을 강조하면서, 선박에 대한 재활용 방안, 연안감시제도
등을 통해 선박 및 해양환경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연안 유기선박 인양작업 현장

출처: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one-sunken-boat-equivalent-to-480k-plasticstraws-1.5260670/(2019. 9. 2. 검색)

신진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참고자료

a)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one-sunken-boat-equivalent-to480k-plastic-straws-1.5260670/(2019. 9. 2. 검색)
b)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abandoned-boats-law-bc-boaters
-1.5041990(2019. 9. 2. 검색)
c) https://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abandoned-boats-transport
-canada-1.4573415(2019. 9.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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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한 일본 기업결합심사 사전절차
개시
■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일본 정부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요청에
대한 사전절차를 시행했다.a) b)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일본우선주식회사, 미츠이 O.S.K 라인스 등 일본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어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대중공업은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으며 유럽(4월), 중국(7월),
카자흐스탄(8월), 싱가포르(9월) 등 각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의무화하고 신청 후 약 120일 정도 소요된다.

■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a)
-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도 유럽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일본은 작년 11월 대우조선에 대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2조 1000만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정식 제소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올해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병에 대한 승인을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 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 b)
- 현대중공업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 반대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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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선종은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으로 일본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벌크선과 선종이 달라 일본 조선 산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일본도 유니버셜 조선과 IHI마린유나이티드가 합병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라는 조선소가
탄생할 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고 만약 일본이 기업결합심사를 반대할
경우 일본 선주도 한국조선해양에 선박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시 ‘매머드 조선사’ 출범으로 저가 수주 탈피, 효율성
강화 등 경쟁력이 증가해 조선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후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넘
기고 한국조선해양은 동일한 규모의 자사 주식을 산업은행에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 절차를
진행한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시 작년 기준 총 수주잔량은 1,698만 9,000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세계 시장 점유율(수주잔량기준)은 21.2%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LNG 운반선 등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선종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는 인력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으로 하청업체의 도산, 방위산업에서의 공급 독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희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heedae85@kmi.re.kr/051-797-4752)

참고자료

a) http://www.themeditelegraph.com/en/shipping/2019/09/05/hyundai-earn-japanapproval-for-daewoo-takeover-yf7uYNW38frN5BTGb7ogjI/index.html(2019. 9. 6. 검색)
b)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1513.html(2019.
9.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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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 사용 위해 선박 탱크 세정 작업 긴요

■ 세계 해운시장은 2020년 1월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SOx 규제를 앞두고 있다.a)
- 해운기업들은 현재 규제 대응책으로 규제 적합유 확보, 화주와의 연료유 할증료(Bunker Adjustment
Fator･BAF) 교섭 및 연료 탱크 세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전례가 없던 선박 연료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해운기업들 중 2019년 7월 이후 연료 탱크 세정을
시작한 선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 EU 지역에서는 SOx 규제에 대비해 7월 이후 운항 선박의 탱크 세척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선사
들이 등장하고 있다.

■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일부 선사들은
2020년 직전 시황이 큰 폭 등락할 것을 예상해 규제 시작 반년 전부터 여유 있게 저유
황유로의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a)
- 탱크 세정 작업을 미리 완료한 선박은 2020년 초 SOx 규제 발효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 기존 고유황유가 부착돼 있는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저유황유를 급유할 경우 슬러지 등이 발생해
엔진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선박 조기 세정을 실시하는 선사들은 선박 탱크 세척을 진행할 때 황 성분 0.1% 함유 저유황
마린 가스 오일(Marine Gas Oil)을 활용하고 있다.
- 연료탱크 속 고유황 C중유, 벙커C유는 펌프로 최대한 흡입해도 흡입할 수 없는 연료가 탱크 바닥에
일정량 남아있다.
- 펌프를 사용한 흡입 세정 이후 탱크 저부에 남아 있는 고황유를 저유황 MGO로 희석시키고 혼합
안정성을 유지할 경우 국제 환경규제에 부합 할 수 있다.

■ 탱크 세정을 위해 선사는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a)
- 세정이 완료된 탱크에는 규제 개시 이전부터 황 성분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급유해 탱크 내부를
저유황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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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작업은 1개 탱크 당 일반적으로 16~17일 걸리고, 척당 4개의 탱크를 갖춘 재래 화물선은
40~50일이 소요된다.
- 세정이 되지 않아 고유황유가 탱크에 남아 있으면 2020년 1월 이후 저유황유 급유가 불가능하므로,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사들은 1척씩 착실히 세정해가는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

■ 선사는 탱크 세정 비용을 BAF에 반영해 세정비용 일부를 화주와 분담한다는 계획
이다.a)
- 선사들은 화주와 10월 이후의 운임 및 저유황유 사용 시 발생하는 BAF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현재 탱크 세정 비용과 관련된 조항을 용선계약서에 반영해 화주와의 합의를 완료한 선사들이 다수
있다.
- 슬러지 분산제는 선주･선사가 부담, MGO 등을 활용하는 세정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있는 추세
이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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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575(2019. 8. 25. 검색)

인도네시아 연안항로 SOx 규제 예외 조치 철회

■ 인도네시아 운수성이 지난 2019년 7월 발표한 연안항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SOx 규제 미적용 계획을 8월 20일 철회했다.a)
-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내항 부문도 IMO 규제를 준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EU 해운･해사 관계자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철회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 EU 해운･해사 관계자는 "지금 세계 해운업계･석유업계가 SOx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행위로, 이번 결정으로
SOx 규제 준수가 정상화 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운수성은 계획을 철회하면서 저유황유 확보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자국 원유 생산
시설을 2022년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IMO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SOx 규제에
대해 연안항로에 대해서는 동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a) b)
- 2019년 7월 29일 인도네시아 운수성 해사행정 담당자는 자국의 연안항로 선박에 대해 황성분
3.5% 연료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인도네시아에서 저유황유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유가(高油価)로 인해 물류 코스트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 배경이다.
-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Pertamina는 규제 적합유를 외항선박을 대상으로 자카르타항, 발릭파
판항의 2개 항만에서 연간 38만 KL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연안항로 전용 선박에 대한 공급 계획은
아직 없으며 이는 저유황유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
- 인도네시아는 SOx 규제를 제정한 IMO 해양오염방지(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조약 부속서 VI의 체결국이다.
- IMO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이는 국제협약 위반이 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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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황유 공급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c)
- 싱가포르 벙커유(선박용 연료유) 공급 업체 Gloden Island는 9월 1일 부터 SOx 규제에 적합한
황 성분 0.5% 저유황 중유(VLSFO･Very Low-Sulfur Fuel Oil)의 공급 체제를 강화했다.
- Gloden Island는 올해 3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 적합유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가
하는 VLSF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VLSFO 전용 연료유 공급선도 연중 1척 늘려 연료유 공급선을
2척 체제로 확충할 계획이다.
- Gloden Island는 SOx 규제 대응을 위한 선제 트라이얼(trial) 수요와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중국 지역의 규제 수요에 대응하는 동점도 150cSt(센티 스토크스) 이상의 VLSFO을 3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 SOx 규제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세계 최대 벙커유 공급국인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유를
공급하는 연료유 공급선과 육상탱크 등 공급 인프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c)
- 저유황유 전용 연료유 공급선이 부족해 ship-to-ship을 통한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육상 탱크의 경우 기존 전체 탱크 중 최소 50% 이상이 VLSFO 전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고유황 C중유를 공급하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505(2019. 8. 22. 검색)
b)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992(2019. 7. 31. 검색)
c)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539(2019.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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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당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물류플랫폼 트레이드렌즈에 참여 결정
■ 머스크(Mearsk)와 IBM이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물류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
(TradeLens)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태국 관세당국은 9월 초 플랫폼
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a)
- 태국 관세당국은 우선적으로 트레이드렌즈를 렘차방 항만에 적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방콕
항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관세당국이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하는
국가이며, 이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파일럿 플랫폼 도입)의 관세당국도 이
플랫폼을 도입했다.

■ 태국 관세당국은 트레이드렌즈를 도입함으로서 실시간 운송정보 확보, 문서의 전자화,
참여 주체 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a)
- 기존 시스템 상 발생하는 오류, 지연 등 대부분의 이슈는 페이퍼베이스(paper-based system)
및 주체 간 신뢰성 부족에 기인했다.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경우, 문서가 전자화되고 이용 주체가 서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IBM 태국지사 Patama Chantaruck 전무이사는 트레이드렌즈가 태국 관세당국에게 실시간 화물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문서를 전자화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세계 대형 선사 6개 중 5개가 트레이드렌즈를 활용하고 있어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50%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추적가능하며, 경쟁사 간 플랫폼 공유는 트레이드렌즈가
중립성·안정성 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b) c)
- 지난 5월, 세계 2위, 4위 선사인 MSC와 CMA CGM이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7월에는 세계 5위, 6위인 하팍로이드와 ONE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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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렌즈는 모든 공급사슬 주체에게 오픈되어 있으나 동시에 어떠한 데이터에도 머스크,
IBM, 또는 경쟁선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플랫폼의 중립성이 보장된다.

■ 최근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관세당국, 세계 대형선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블록
체인 기술기반 물류플랫폼의 활용,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트레이드렌즈(TradeLens) 개념도

출처: https://mag.wcoomd.org/magazine/wco-news-87/tradelens/(2019. 9. 17. 검색)

조지성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jisungjo@kmi.re.kr/051-797-49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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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아시아 환적항 경쟁과 시사점
■ 컨테이너 선사들의 M&A와 아시아-유럽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아시아
환적화물 경쟁 구도가 변화되고 있다.a)
- JOC의 2018 TOP50 글로벌컨테이너항만 중 싱가포르(2위), 부산(6위) 및 홍콩 (7위) 모두 환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환적지향성을 가진 콜롬보항이 전 세계 상위 30개 항만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자문위원은 “기항지 변경이 상대
적으로 쉬운 환적화물의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환적허브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홍콩, 부산, 콜롬보 등의 항만은 인접국가에 위치한 항만들이 많아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림 1. 콜롬보 항만

출처: https://www.joc.com/port-news/ma-larger-vessels-ratchet-asia-transshipment-competition_20190
812.html(2019. 8.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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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콜롬보항의 전체 컨테이너 처리 물량 중 81%가 환적물량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율로 전 세계 상위 50개 항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a)
- 콜롬보항에는 현재 3단계 확장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일본과 인도의 투자를 받아 2단계 터미널이 2020년 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리
랑카 해운항만부 장관은 콜롬보를 지역허브항만에서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성장시켜 싱가포르 등
주변 환적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콜롬보의 글로벌 환적허브를 향한 야심찬 계획과 더불어 주변 환적항만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특히 홍콩항의 경우 터미널 간의 경쟁 심화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최근 터미널
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홍콩항만얼라이언스 협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7개의 터미널이 선석과 야드운영에 협력하여 터미널간 환적화물(ITT) 및 바지선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 항만 전문가들은 남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반해 2018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3.7%만 처리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인도 최대 항만인 JNPT의
2018년 7.2%의 물동량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남아시아의 물동량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적시장 경쟁에 있어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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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지정,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예상
■ 지난달 중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변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해 6개 자유무역
시범구(Free Trade Zone, FTZ)를 추가로 지정했다.a)
- 지난 2013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투자, 금융,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개방형 국가경제시스템 구축 등 긍정적인 성과를 획득
했다.
- 이에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범구를 점차 확대했고, 지난 8월 26일에는 윈난성, 광시 좡족 자치구,
장쑤성, 산둥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등 6개 지역에 약 120 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자유무역시범
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 상무부 장관인 Wang Shouwen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첫째, 자유무역시범구의 상당수는 중국
연안지역에 분포하며 둘째,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인 윈난성, 광시 좡족 자치구, 헤이
룽장성 등을 포함함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베트남, 러시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함
으로서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 및 무역 관계 증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림 1. 18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연도별 지정현황

출처: https://www.caixinglobal.com/2019-08-27/china-expands-ftz-pilot-program-to
-promote-trade-and-reforms-101455215.html(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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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의 추진 목표, 개발 계획 등은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a) b)
- 산동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는 특색있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동북아 수산품 가공･무역센터 설립, 해양플랜트장비 연구원 설립 및 중점 연구개발 추진,
실험인증 플랫폼과 스마트 터미널 건설, 해양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수리･보수, 부대 서비스 등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제환적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다기능
창고 설립, 중국 국적의 외항선 선박검사(선급) 업무의 대외 개방, 외국적 크루즈선박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 장쑤 자무구는 ‘일대일로’ 전략의 교차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무구 내 복합연계운송센터
설립 및 신속한 복합연계운송시스템 구축, 자무구에 철도 대외개방 통상구 자격 부여, 철도 ICD
(Inland Container Deport) 건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벌크화물 집결센터 건설, 해외 물류기지
건설 촉진, 국제운송 편리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광시 자무구는 ASEAN을 향한 막힘없는 국제통로 구축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베이부완(北部
湾)항의 국제 해운항로 확장, 베이부완항~중서부 내륙지역의 육･해 복합연계운송 정기 노선 개통
확대,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간 국제화물 정기철도･도로운송노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난닝
(南宁) 공항, 난닝 국제철도역의 서비스역량 강화, 난닝 공항경제시범구 건설 및 항공사 유치,
난닝~동남･남아시아 간 항공노선 확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허베이 자무구는 국제 벌크상품 무역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광석,
강철, 석탄, 목재, 천연가스, 곡물, 설탕 등 벌크상품의 현물교역을 실시하고, 벌크상품 선물 보세
인도창고 및 역외 교역플랫폼 구축, 광석의 혼합･분배업무(混配) 지원, 저장･소매･가공･배송 시스템
완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오페이디엔(曹妃甸)지역에 국제선박예비부품공급선 공공플랫폼 및
설비 A/S 센터 설립, 선박 부품시장의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밖에 윈난 자무구는 국경 경제협력모델을 혁신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시
했으며, 헤이롱장 자무구는 실물 경제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 촉진, 대(對) 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
물류허브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헤이룽장성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한 것은 러시아
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a) c)
- 중국 정부는 헤이룽장성의 수도인 하얼빈을 첨단기술, 신소재, 의학,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하고자 하며 에너지 협력, 환경 친화적 산업, 국경 인프라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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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얼빈은 2024년까지 중국-러시아 간 무역 규모를 2천억 달러까지 증대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 이를 위해 주변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헤이룽장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에 진출하
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성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jisungjo@kmi.re.kr/051-797-4916)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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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구역 신설, 양산항을 통한
‘연해운송’ 대외 개방 검토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린강구역(临港新片区)이 새로이 설립되었고, 국제운송분야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실시될 계획이다.a) b)
- 지난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0일 ‘린강구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정부 제6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도 8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 린강구역의 범위는 상하이시 다쯔허(大治河) 이남, 진후이항(金汇港) 동쪽으로, 소양산도(小洋山岛, 현재
양산항 소재 지역) 및 푸동국제공항 남측지역까지 포함되며 총 면적은 119.5m2이다.

- ｢관리방법｣에 따르면, 린강구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추진되며,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지닌 ‘특수 경제기능구역’이 구축될 방침이다. 특히 ｢관리방법｣의 제6
장은 ‘국제운송 편리화’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 먼저 린강구역은 더욱 편리한 선박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선박 검사들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효과적인 감독·관리의 전제 하에서 중국에서 제조되고 ‘양산항’에 등록된 선박이 국제
운송에 종사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른 수출 세금환급금을 지급한다.
- 해운서비스 부문에서 린강구역은 국내외 기업 및 관련기구가 해운융자, 해운보험, 항해자재리스,
선박교역, 해운중재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해운보급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해운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육성을 추진한다.
- 복합운송 부문에서 린강구역은 양산항, 푸동국제공항, 루차오(芦潮)항 철도 컨테이너센터를 중심
으로 하여 해운·항공·철도 운송정보를 공유하여 복합운송의 운행 효율을 제고한다.
- 항공업무에 있어서 린강구역은 푸동국제공항의 항공운송 환적화물 혼재업무를 지원하고, 더욱 편리한
세관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푸동국제공항을 물류, 화물분류 및 감독･관리체계가 결합된 항공
화물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화물 및 인력의 출입국심사를 편리화한다. 국제환승 여객과 화물에
대해 내륙 전 과정 연계운송을 실행하여 환승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상하이 린강구역에서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연해운송 일부 개방을 연구·검토하겠
다고 밝혔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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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6일 발표된 ｢총체방안｣의 제7항에서는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捎带, 연해
운송의 일종)’ 정책을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양산항에서 환적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양산항과
다른 항만간의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연해 ‘샤오따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에 해당된다.

- 연해 ‘샤오따이’ 업무의 개방 논의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서는 “중국이
투자 혹은 지분을 보유한 ‘비(非) 오성홍기’ 선박에 대해 선행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상하이항과
기타 중국 연해항만간 연해 샤오따이 업무를 허가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향후에는 외국적 선박
에게도 ‘샤오따이’ 업무를 개방함을 의미한다.
- 나아가 중국 교통운수부가 2015년 6월 「국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해운정책 시행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 정책은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시범적용 되었다.

■ 중국의 국내외 많은 해운 전문가들은 ‘샤오따이’ 업무 개방에 대해 찬반이 분분하다.c)
- 머스크라인의 CEO 쇠렌 스코우(Soren Skou)는 “만약 중국의 화물이 각 항만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많은 환적업무가 싱가포르, 한국 혹은 일본의 항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보호를 계속한다면 중국 항만들은 잠재적인 이익을 잃는 것이며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기선사들은 자연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한 운송루트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샤오따이’ 업무 개방을 찬성한 바 있다.
- 베이징 하오리모(北京灏礼默) 법률사무소의 왕무신(王沐昕) 변호사는 “본국 연해운송권을 보호하
는 것은 중국만의 정책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존스법(Jones Act)’에 미국 내 연해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선원도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
상국으로 미국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방 반대의견을 주장한바 있다.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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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smart와 Maersk, 미국 항만 공동 투자

■ 디지털 화물운송 기술기업인 Loadsmart는 미국 항만을 통한 화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다.a) b)
- 발표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터미널 운영사인 Ports America가 Maersk Growth1)에 투자
자로 참여했다고 하며, 이는 2018년에 실시된 Loadsmart의 시리즈 A에 이어 진행된 투자로 현
재까지 총 5,340만 달러의 자금이 모였다고 한다.
- 이번 투자는 Loadsmart에서 운영 중인 Smart Drayage 계획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항만
터미널을 통한 컨테이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화물 환적을 가속화하는 Free-Flow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FreightWave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매년 6,000만 건 이상의 컨테이너
내륙운송(Drayage)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
- 하지만 컨테이너 내륙운송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항만 내 트럭 혼잡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1,500만 M/H(Man/Hour), 23억 갤런의 연료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 Ports America는 Loadsmart Drayage Instant Booking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이 화물운송 트럭을 몇 초 만에 예약할 수 있다고 한다.b)
- Ports America는 현재 미국 내 22개 도시에 33개의 항만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67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 Loadsmart의 CEO이자 공동설립자인 Ricardo Salgado는 이 서비스를 통해 트럭들의 항만 출입
시간을 최소 25%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또한, 항만 운영사도 컨테이너 재정리 작업을 최소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항만 이해관계자들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운송 및 물류 관련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벤처들을 발굴 및 투자하기 위한 머스크 내부 조직(https://growth.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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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ersk Growth의 책임자인 Sune Stilling은 Maersk가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정의하기 위해
이미 Loadsmart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참고로 세계 최대 선사인 Maersk는 연간 1,3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강무홍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mkang@kmi.re.kr/051-797-4684)

참고자료

a) https://www.freightwaves.com/news/loadsmart-loads-up-with-19-million-fundingfor-drayage-app(2019. 9. 9.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oadsmart-maersk-lead-major-us-port-inve
stment(2019. 9.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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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캄차트카 주, 자원 수출을 위한 북극항로의 환적 거점으로
부상
■ 지난 9월 4~6일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의 ‘극동지역을 통한 미래 운송로’ 세션에서
세르게이 이바노프 환경보호·생태·교통 담당 대통령 특사는 북극항로가 TSR의 경쟁
루트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
- 그 외에도 제5차 동방경제포럼의 세부 세션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노르웨이 등이 논의했으며, 러시아 연구기관인 스콜코보 에너지 센터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북극지역 자원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센터는 이 연구를 통해 북극항로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경쟁력 요인을 파악하고, 법적 제도적 검토를
추진하고자 한다.
- 작년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을 8,000만 톤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북극항로 물동량은 2,900만 톤까지 증가했다.
-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1,2, 야말 LNG, 북극-2 등과 같은 북극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북극
항로 물동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특히 러시아는 LNG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E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3대 LNG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러시아 정부는 캄차트카 주를 북극항로의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자원 수출을 위한 환적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b) c)
- Novatek 관계자는 ‘LNG’환적 터미널 건설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LNG 공급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ovatek은 아태지역으로의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차트카 LNG 터미널의 건설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2022년 터미널 제1트레인이 가동할 계획이다.
- LNG외 에도 캄차트카 주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2020년부터 금, 구리 등 유용광물자원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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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극항로를 따라 건설예정인 LNG시설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4-07/russia-eyes-greater-energy-dominance-asnovatek-taps-arctic-lng(2019. 9. 9. 검색)

■ 캄차트카 지역은 2015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레 총 30억 루블(약 4,600만
달러)이 투자되었다.d) e)
- 총 12개의 입주기업이 투자했으며, 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36억 루블(약 5,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총 81건)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그 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엘리조보 공항 재건축 사업이다.
- ‘캄차트카 자유항 사(社)는 콜드체인용 터미널, 여객용 터미널, 액체화물용 터미널 건설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캄차트카 주는 수산업, 관광업 중심지로서도 각광받고 있다.f) g)
- 수산업은 캄차트카 주의 주요 산업이며, 2017년 기준 수산물 어획량은 러시아의 25%를 차지했다.
- 니콜라이 페긴 캄차트카개발공사 사장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크루즈 라인을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캄차트카, 사할린, 연해주,
추코트카 주지사는 크루즈 브랜드인 ‘Pacific Russia’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지나는 크루즈 라인을
개발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 캄차트카 주지사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항만에 입항한 크루즈 선은 작년 12척에서 올해
13척으로 증가했으며, 캄차트카 주, 사할린 주, 연해주, 추코트카 주를 지나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할
경우 30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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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의 협력의 경우, 지난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 캄차트카 개발공사는 한국기업과
금광개발,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처럼 북극항로의 환적기지이자 수산업, 관광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캄차트카 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지리적으로 가까운 캄차트카의 LNG환적기지 건설 참여를 통해 LNG 공급기지로서의 가능성 및
활용 방안,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항만의 허브 기능 강화 방안 모색 등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엄지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www.rzd-partner.ru/logistics/news/spetspredstavitel-prezidenta-rf-sevmorp
ut-vskore-stanet-sereznym-konkurentom-transsibu/(2019. 9. 10. 검색)
b) http://www.kam24.ru/news/business/20190909/70418.html(2019. 9. 9. 검색)
c) https://pressa41.ru/economics/chetyrnadtsat-soglasheniy-zaklyuchilo-pravitelstvokamchatki-na-vostochnom-ekonomicheskom-forume/(2019. 9. 10. 검색)
d) https://kamchatka.aif.ru/society/v_port_petropavlovska_zashyol_kruiznyy_layner_viki
ng_orion(2019. 9. 9. 검색)
e) https://tass.ru/ekonomika/6851941(2019. 9. 9. 검색)
f) https://kamchatinfo.com/news/economics_and_business/detail/32793/(2019. 9. 9.
검색)
g) https://kamchatka.aif.ru/society/kamchatka_sahalin_primore_i_chukotka_budut_razvi
vat_kruiznyy_turizm(2019.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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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항만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대
■ 항만은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한 결절점(node)이며 인프라와
시장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급망의 조정자로서 중립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a) b)
- 글로벌 항만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보와 시스템의 독점이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창출(co-creating) 및 공동운영(co-operating)이 주목받고 있다.
-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서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상호 연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기술
적으로 인터넷 연결속도, 클라우드의 개발 및 스마트 기기와 센서의 연결이 발달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디지털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스마트 항만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디지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의 이점

출처: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digital-ports-to-create-new-shipping-ecosystem/(2019. 9. 3. 검색)

| 129

■ 비효율 방지를 위한 데이터 형식･프로토콜의 표준화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a) b)
- 컨테이너 해운시장 등 물류분야의 B2B 시장은 B2C 시장보다 디지털화 속도가 느리고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개별 기업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각자의 사업영역에 적합한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 플랫폼 간 기능의 차이로 추가적인 수동 작업과 프로세스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방지를 위한 원활한 플랫폼 간 통신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업계의 통합 솔루션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기존 채널의
통신 툴(종이, 이메일, 전화, EDI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이상적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선사, 대리점, 터미널 운영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는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a)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선사, 대리점, 터미널 운영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의 기항
(Port Call)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선박의 예상 도착 시간(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이
알려지면 선박의 입항부터 출항까지 모든 이벤트와 활동이 표시된다.
- 공공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결합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게 되며 활동 중 상태 변경･지연･계획 충돌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및 통지된다.
- 사용자는 자신의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쉽게 필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개별 기항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다.
-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니
터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세계 해운 연결성과 항만 효율을 향상
시키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jh.gary.shin@kmi.re.kr/051-797-4695)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digital-ports-to-create-new-shippingecosystem/(2019. 9. 3. 검색)
b) https://consumerreportsreview.com/smart-ports-market-to-witness-significantincremental-opportunity-during-2018-2025/(2019. 9.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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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항만, 양적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필요
■ 한 국가의 물류운송 인프라는 지역 내 비즈니스 지원과 수출 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며 특히 항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a)
- 전 세계의 90% 이상 화물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은 항만의 개발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01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 향상은 이 지역의 무역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자국 항만의 성장과 역할은 수출입화물의 비용 경쟁력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항만의 성장이 국가 경제성장과 비례하고 있다.

■ 파키스탄의 항만들은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국가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물류 인프라 수준을 보이고 있다.a)
- 파키스탄의 주요 항만인 카리치항(Karachi Port)은 국가 해상화물의 60%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건화물 및 액체화물만 취급하는 33개 선석에서 연간 1,600척의 선박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또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icators)1)에서도 통관, 화물배송 추적, 정시성
및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수준이 낮아 전체 LPI 점수는 인근 국가인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현재 파키스탄은 항만개발, 교통망 연계 등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양적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가 물류산업 및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a)
- 중국-파키스탄 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에 위치한 과다르 지역의
개발에 따라 과다르항(Gwadar Port)은 중동-아시아 간 석유 및 가스 이송을 위한 허브 역할의
잠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는 포트콰심(Port Qasim)에 LNG 터미널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는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2년에 한 번 160여 개국 이상의 국가
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국가의 물류성과를 점수화해 발표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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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항만 구역의 확장, 준설, 산업지대 개발 등의 양적 인프라만 늘리는 것은 파키스탄이 경쟁력
있는 국제운송 허브로 도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세계은행 보고서는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낮은 요율(항비, 화물처리비)로 인한 비용경쟁력
보다는 항만 정체,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따라서 항만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a)
- 현재 파키스탄의 LPI 수준을 고려할 때 항만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또한, 복합운송 서비스 제공,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효율 에너지 장비 도입, 친환경 이니셔티브
채택 등도 고려할 수 있다.
- 세계은행 보고서는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의 대다수 컨테이너항만이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수출에 있어서 해상운송 비용은 최대 8.8% 감소하고 수출 물동량은 7% 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보경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imb@kmi.re.kr/051-797-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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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워프항, 아마존과 군집드론 테스트 실시

■ 벨기에 앤트워프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함께 실제 항만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군집드론(Simultaneous Drone) 비행을
테스트했다.a) b)
- 본 테스트는 SAFIR(Safe and Flexible Integration of Initial U-Space Services in Real
Environment) 컨소시엄 활동의 일환으로, 드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SAFIR 컨소시엄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비롯해서 Aveilant, C-Astral, DronePort, Elia,
Explic, Helicus, 앤트워프항, Proximus, SABCA, Skees, Tekever, Unifly 등 13개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이 테스트는 벨기에 앤트워프의 신트트루덴 드론포트(Sint-Truiden DronePort)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환경에서 U-Space*의 서비스 안전성을 점검했다.
* U-Space: 고도 150m 이내 저고도 운항구역을 의미하며, EU는 2019년부터 항공 관제 시스템 통합 및 드론 전자
등록 의무화 등 관련 규정 시행

■ 금번 드론 비행 테스트는 드론 활용의 표준화 및 유럽연합의 법제화 과정에 기여했다.a) b)
-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모든 항공교통관리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인
SESAR에 드론과 관련된 민관협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 특히 드론 활용의 표준화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용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법제화 과정에도 기여했다.
- SAFIR는 유럽 전역에서 실현 가능한 드론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수의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무인 항공기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모니터링, 레이더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서비스도 점검할 예정이다.

■ 드론은 향후 항만 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a) b)
- 항만 내에서 드론은 패키지 배송, 검사 비행(컨테이너 터미널 검사, 오일 유출 검사 포함) 및 의료
수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 앤트워프항의 에르윈 베르스트렐렌 디지털 정보 부문 책임자는 “드론은 앤트워프항이 미래 디지털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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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산업과 물류가 통합된 항만은 SAFIR 프로젝트와 기타 계획된 드론의 최적 테스팅 장소로서
특히 앤트워프항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림 1. 드론을 활용한 배송 이미지

출처: Port Technology(2019. 9. 16. 검색)

김영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yh@kmi.re.kr/051-797-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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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배선 전략, 기후 등 제반 여건변화,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의 경영환경에 지속 영향
■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은 기상악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의 운영
전략 변화 등으로 정시성 저하 등 경영환경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a) b)
- 최근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은 태풍, 악천후, 안개 등 기상악화에 의한 항만에서의 체선 및 파업,
열악한 항만 인프라 환경과 더불어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의 선대배치 전략 변화에 따라 운항스케줄
조정에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 Ocean Network Express(ONE)의 CEO인 ‘Jeremy Nixon’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항은 2018년 4월에서 8월 사이 태풍, 폭풍, 안개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약 28일
동안 항만이 폐쇄되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의 피해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운항하는 선사 및 항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 일례로 인트라-아시아 주요 선사중 하나인 Gold Star는 최근 상하이항에서 발생한 안개와 강풍
등으로 인해 정시성을 맞추기 위한 선박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 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내
일부 항만을 스킵 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의 항만스킵 사례는 올해 태국 방콕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등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선사의 항만스킵에 따라 화물의 적시배송이 중요한 화주, 포위딩 업체, 기타
운송업체 등 전체 물류공급사슬망의 주요 이해당사자간에도 운송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인트라-아시아 주요 선사들은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 항만과 동북아시아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서비스를 운항하는바 최근 이 지역의 열대성 폭풍, 태풍 등의 기상악화 현상이 증가
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서비스 중인 선사의 운영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근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역내 대형 선사들은 더 큰 선박을 인트라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신규항로 서비스를 운항할 예정에 있어 기존
인트라-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소형 및 피더선사들은 또 다른 경영환경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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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아시아 지역 대형선사는 주로 Cosco Shipping의 OOCL, Maersk’s Sealand Asia,
Evergreen Marine, CMA CGM’s CNC, 대만의 Wan Hai Lines, 중국의 SITC Line 등이며
이들 선사는 최근 중･대형선박을 신규 발주함에 따라 기존 동-서 항로에서 운항 중인 중･대형선
박을 인트라-아시아 지역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형 선사들은 인트라-아시아 지역에 중･
대형 선박 위주의 신규항로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 Hapag-Lloyd, Maersk, One, CMA-CGM의 자회사인 ANL은 10월부터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호주를 연결하는 두 개의 새로운 항로서비스에 8,500TEU급 선박 7척, 5,700TEU급 선박 6척을
각각 투입하여 운항할 예정이며, APL은 카오슝에서 시작하여 일본 및 베트남을 포함한 신규루트인
‘Philippines Taiwan Express(PTX)’ 서비스를 9월 1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Advance Container Lines(ACL)의 ‛Lim Jing Chee’ 이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역내 대형선사는 선복공유, 선박대형화 등으로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인트라-아시아 지역 피더선사
들은 향후 동 지역에서의 물동량 유치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 설립, 통합운영
등 공동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의 화물처리 모습

출처: https://www.joc.com/(2019. 9. 13. 검색)

이주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peterlee@kmi.re.kr/051-797-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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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GM, 로테르담항 ~ 독일 간 신규 철도서비스 도입

■ CMA CGM이 로테르담항과 독일 배후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서비스인 라인밸리
철도(RHINE VALLEY RAIL) 서비스의 도입을 발표했다.a) b)
- 라인밸리철도 서비스는 철도 운영업체인 TFG와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오는 10월 18일 도르트문트
(Dortmund)에서 첫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다.
- 신규 철도서비스는 로테르담항과 독일의 내륙 허브인 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Duisburg), 루트비
히스하펜(Ludwigshafen)을 연결하며, 로테르담항에서는 Euromax, RWG 및 ECT 등 3개 터미널과
연결되어 유연성을 제공한다.
- 열차는 로테르담→뒤스부르크 주 2회, 로테르담→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로테르담, 도르트문트
→로테르담 및 루트비히스하펜→로테르담 각 주 1회, 매주 총 6회 운행한다.
- 또한, 열차 스케줄은 CMA CGM 선박의 출･도착 시간과 동기화되어 CMA CGM의 원양 운송서
비스와 안정적이고 막힘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라인밸리철도 서비스 노선도

출처: WorldCargo News(2019.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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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 CGM은 신규 철도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복합운송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로테르담항과 독일 배후지 간 안정적이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
- 신규 철도서비스는 기존 라인강 유역의 트럭 및 바지선 혼잡, 폭염으로 인한 라인강 운송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재 250개가 넘는 국제철도 노선이 로테르담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럽 배후지로의 화물
운송에서 환경 친화적인 철도의 역할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c)
- 올해 4월 PCC Intermodal사는 로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쿠트노(Kutno), 브르젝 돌니(Brzeg
Dolny), 글리비체(Gliwice), 콜부소조와(Kolbuszowa) 및 포즈난(Pozna) 간 주 7회 철도서비스를
주 8회로 늘렸다.
- 5월에는 로테르담과 스페인 발렌시아를 주 3회 직행하는 온도조절 화물열차 운송서비스인
CoolRail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7월에는 독일 철도 운영사인 Boxxpress사가 로테르담~뮌헨
철도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했다.
- CoolRail 서비스의 경우 비록 도로 운송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도로운송에 비해
70~90%의 CO2를 저감할 수 있다.
- EU 회원국 중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철도운송을
선택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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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 컨퍼런스, 내년 5월 개최
예정
■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가 2020년 5월 개최 예정
이다.a)
- 세계 항만 기후 행동 프로그램(World Ports Climate Action Program, WPCAP)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항만 구축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2018년 9월 설립되었다.
- WPCAP는 유럽과 미국의 선진 항만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현재 앤트워프, 함부르크, 암스
테르담, 르아브르, 바르셀로나, 예테보리, 로스엔젤레스, 롱비치, 밴쿠버, 뉴욕/뉴저지, 로테르담의
11개 항만이 참여하고 있다.
- 컨퍼런스는 WPCAP의 창안기관으로서 현 의장을 맡고 있는 로테르담항 주최로 2020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컨퍼런스에서는 선박과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실제
활동들을 항만 당국, 터미널 운영사, 해운 업계 및 정부 기관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 WPCAP는 컨퍼런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b)
- 다섯 개의 WPCAP 워킹 그룹은 항만에서의 화물 처리 효율성 향상, 기후 중립적인 화물 취급
환경 구축, 육상 전원 공급, 대체 연료 개발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항만들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연합을 통해 지식 공유, 공동 프로젝트 개발, 정책 개발, 해운
부문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로테르담항은 컨퍼런스 개최를 발표하면서 석유화학 및 물류 분야, 그 외의 다른 항만 기반 산업에
서의 에너지 전환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로테르담항과 인근 산업 단지에서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CO2 배출량의 20~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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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테르담항의 LNG 준설선 WERKENDAM

출처: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first-world-ports-climate-action-program-conference-629
60(2019. 9. 6. 검색)

■ 로테르담항은 CO2 감축과 친환경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컨퍼런스를 통해 이를 공유하려 한다.a) b)
- 로테르담항은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였으며, LNG 선박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Maasvlakte 컨테이너 터미널은 거의 모든 장비의 동력원을 전기로 전환하였고 선박이 접안할 때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도록 육상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Calandkanaal에서 대규모 육상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 로테르담 항만 당국은 선박의 항만 체류 시간을 줄여 CO2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PRONTO 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현재 여러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성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skkim@kmi.re.kr/051-79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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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근거리 해상 운송 서비스 확장으로 수요 다변화 계획

■ 인도는 ‘Look East Policy' 정책을 통해 남아시아 지역의 역내 운송 서비스 확장 및
이를 통한 수요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a)
-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의 물류기업 인 Concor(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신규 연안 운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 해당 서비스는 인도 동부지역에 위치한 Krishnapatnam항과 방글라데시의 Chittagong항 및
Chattogram항 간의 운송을 담당한다.
-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신규 선박 투입보다 기존 운항 선박의 슬롯(Slot)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
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서비스가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Krishnapatnam항에서 Chittagong항 및 Chattogram항 까지의
운송비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약 455달러로 예상된다.

그림 1. Krishnapatnam항, Chittagong항, Chattogram항의 지정학적 위치

출처: Google Earth(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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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or는 인도의 대표적인 철도물류 기업이지만 최근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해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b)
- Concor는 인도 내에 약 80개의 ICD(Inland Container Depots)을 운영하고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다만, 최근 물류환경의 변화 등으로 철도를 통한 수요 증가는 점차 둔화 되는 상황으로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14%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들어 8%로 감소했다.
- 위와 같은 물류환경의 변화 및 그 외 세제 개편 등으로 트럭 물류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운-철도를 연계한 운송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균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sgchoi@kmi.re.kr/051-797-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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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항만, 배출가스 억제 위한 계약 체결
■ 배출가스 억제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 174개국을 회원으로 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
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면서 해운･항만 업계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 물론 발표 전부터 친환경 혹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들과 관련된 정부
기관 및 환경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 하지만 대규모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초대형 선박들과 그 선박들의 출입구인 항만은 배출가스
억제와 관련해서는 타 산업보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 노르웨이 항만은 배출가스 제로를 목표로 환경 단체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a)
- 노르웨이 오슬로 항만은 벨로나 재단과 배출가스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적
으로 2030년까지 85% 이상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오슬로 항만을 대표하는 Roger Schjerva씨는 “오슬로 항만의 녹색 전환은 무방류 솔루션 도입으로
시작했으며 벨로나 재단의 환경 전문가와 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배출가스 제로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벨로나 재단의 창립자이자 CEO인 Frederic Hauge씨는 “오슬로 항만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사용한 솔루션과 관련 지식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해 배출가스 억제가 신속하게 범지
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선박 배출가스 억제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b) c)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전원을 공급해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AMP) 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연료 수송선박에 탈황설비(스크러버)를 장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해운사와 설치 합의를 마쳤다.
- 한국선급(KR)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KR GEARs’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 배출 온실가스 규제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에 해운회사가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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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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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산업, 5G 솔루션 개발 선도
■ 세계 항만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G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a)
- 라트비아의 리가항만은 항만의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LMT와 Lufthansa Systems가 개발한
드론 플랫폼 기반의 인공지능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
- 리가항만 관계자는 “항만산업은 타 산업군들에 비해 한정적인 공간에서 복잡한 인프라와 집중적인
물류가 발생하는 환경 때문에 5G 기반 솔루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5G 기술을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이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증대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리가 항만에서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 요소를 확인하는 모습

출처: https://www.greenport.com/news101/energy-and-technology/ports-will-lead-on-5g-development
(2019. 9. 17. 검색)

■ 함부르크 항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5G 프로젝트 중 하나를 진행 중이다.a)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5G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함부르크 항만에서 Nokia와 Deutsche Telecom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실시간 교통신호 조절 관련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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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젝트는 5G 기술 기반의 실시간 교통 신호 조절을 통해 항만 및 항만 배후부지에서 지속적
이고 안전한 트럭 운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시 전문가가 VR 안경 및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설비와
장비의 기술적 상태와 유지 보수 필요성을 관찰할 수 있다.
- 함부르크 항만은 2025년까지 10만 개가 넘는 IoT 센서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항만 운영 효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5G 기술 기반의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b) c)
- 해양수산부는 올해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스마트 항만 구축에 필요한
핵심 신기술 개발과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또한, 국내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LG 유플러스는 시장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5G 기반의 원격 크레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 하지만 통신과 장비 기술의 고도화만큼이나 항만 터미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터미널
운영시스템(TOS)의 고도화 역시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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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905.html(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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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키나다항, LNG 터미널 개발 착수
■ 친환경 니즈는 항만과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의 세계 선진항만은 하역장비 동력의
전기화(Electrification)를 통해 친환경성을 달성하고 있다.
- 선박의 동력도 점차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LNG를 저장･공급하는 LNG 터미널도 세계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그림 1. LNG 탱크와 부두(싱가포르)

출처: https://www.slng.com.sg/website/newsroom-gallery.aspx?mmi=60&smi=75&ai=10(2019. 9. 18. 검색)

■ GreenPort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 카키나다항 LNG 터미널 개발계획을 알렸다.a) b) c)
d) e) f)

- GreenPort는 친환경 해양･항만･해운분야 정보를 전하는 언론조직이다.
- 카키나다(Kakinada)는 인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카키나다항은 천연가스와 석유물류 중심지이다.
- LNG 터미널 개발은 친환경 경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며, LNG
터미널 개발사업은 천연가스 액화 및 기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H-Energy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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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나다항 LNG 터미널은 인도 동부의 Kukrahati LNG 터미널과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 LNG 운송선을 활용하여 LNG를 공급할 예정이다. 즉, 지역 LNG 허브(Hub)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러시아의 대형 천연가스 생산기업인 노바텍(Novatek)과 H-Energy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LNG를 인도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림 2. LNG 운송선

출처: http://www.mossww.com/home/lng/(2019. 9. 18. 검색)

■ 우리나라도 LNG 허브 터미널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LNG는 소위 친환경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니즈가 증가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LNG 허브 터미널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참고자료

a) https://www.greenport.com/aboutus(2019. 9. 18. 검색)
b) https://en.wikipedia.org/wiki/Kakinada(2019. 9. 18. 검색)
c) https://www.greenport.com/news101/lng/lng-terminal-to-be-developed-at-indianport(2019. 9. 18. 검색)
d) http://www.henergy.com(2019. 9. 18. 검색)
e)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natural-gas/091119indias-h-energy-to-develop-lng-regasification-terminal-at-kakinada(2019. 9. 18. 검색)
f) https://en.wikipedia.org/wiki/Novatek(2019. 9.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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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주도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가속화
■ DCSA는 선사기반 해운물류 디지털화 협회이다.a)
- 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DCSA)은 지난 4월 16일 A.P. 몰러-머스크(MollerMaersk), 하파그로이드(Hapag-Lloyd), 엠에스씨(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MSC),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 ONE)가 합작해 만든 해운물류 디지털화 협회이다.
- 협회 설립 목적은 컨테이너 물류산업의 디지털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달성에
있다.
- 지난 5월 14일 CMA CGM, 에버그린(Evergreen Line), 현대상선, 양밍(Yang Ming) 해운, 그리고
선사 짐(Zim Line)이 추가적으로 협회에 합류했다.

■ 이달 초 DCSA는 Industry Blueprint – Container Shipping 1.0을 공개했다.b)
- DCSA는 해운 관련 권장 현황 표준(Recommended current state standards)을 정리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Industry Blueprint-Container Shipping(IBCS) 1.0.
- IBCS 1.0은 선사 예약부터 컨테이너 회수까지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IBCS 1.0은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선사 간 공통적이면서도 상충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IBCS 1.0은 선적, 컨테이너, 선박 및 예외처리 관련 업무를 알고리즘과 순서도 형태로
나타낸다.c)
- DCS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 언어(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EL)를
활용해 선적, 컨테이너, 선박 관련 및 예외처리 세부업무를 알고리즘과 순서도 형태로 정의했다.
- 선적 관련 업무는 예약 요청 등록, 선하증권 준비 및 발행 등을 포함한 7개의 핵심 세부업무를
포함하며, 컨테이너 관련 업무는 공컨테이너 및 공간 확인, 공컨테이너 회수 등을 포함한 6개의
핵심 세부업무를 포함한다.
- 선박 관련 업무는 선적목록 준비, 적하계획 및 지침관리 등을 포함한 5개의 핵심 세부업무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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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처리 관련 업무는 선사 예약 변경 관리, 기존 작업 순서 취소 등을 포함한 8개의 핵심
세부업무를 포함한다.
그림 1. 선적 작업 종료 관리 표준(일부 발췌)

출처: https://www.dcsa.org/media/1052/industry-blueprint-container-shipping-10.pdf(2019. 9. 16. 검색)

■ 우리나라 선사 및 관련단체도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는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를 바탕으로 작업 정보 공유 및 연계작업 효율화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이런 장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선사 및 유관 기관 ‧ 단체도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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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Freight 시카고에 본사 개설

■ Uber Freight는 9월 9일 시카고의 구 중앙우체국(The Old Main Post Office)에 본사를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a) b)
- Uber Freight는 구 중앙우체국을 1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카고 본사는 샌프란
시스코의 글로벌 본사와 함께 향후 동사의 엔지니어링 허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Uber Freight의 대표인 Lior Ron은 시카고 지역에 대해 미국의 주요 교통 시스템 구축과 최초의
초고층 빌딩부터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연구센터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하
였다.
- 또한, Uber의 CEO인 Dara Khosrowshahi는 시카고 지역이 미국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의 핵심이며
전용화물 본부를 개설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전하였다.

그림 1. Uber Freight의 시카고 본사가 될 구 중앙우체국의 전경

출처: https://www.builtinchicago.org/2019/09/09/uber-freight-making-2000-hires-chicago(2019. 9. 9 검색)

■ Uber는 시카고 지역에 매년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향후 3년간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c)
- Uber는 Chicago Cook Workforce Partnership(CCWP)과 협력하여 2020년부터 시카고 지역
에서 향후 3년간 2,000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대부분은 Uber Freight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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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 Freight는 시카고 본사가 엔지니어링 허브로서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시카고에서의 채용을
통해 팀을 확장할 것이며 시카고 지역에 대한 투자가 향후 성장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 시카고 시장인 Lori Lightfoot은 기술 산업이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통 허브이자 세계적
최적지로서의 시카고의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소득의 직장을 제공할 것이
라고 말했다.
오연실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ohys@kmi.re.kr/051-79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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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venturebeat.com/2019/09/09/uber-freight-hq-opens-in-chicago(2019. 9.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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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남미 물류시장 공략 위해 카젝스 인수

■ 페덱스(Fedex), 콜롬비아 국적 포워더인 카젝스(Cargex)를 인수하다.a) b) c) e)
- 페덱스는 남미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콜롬비아 국적 포워더인 카젝스를 인수했다.
- 카젝스는 설립된 지 25년 된 포워더로서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에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다.
- 신선화물에 특화된 물류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원 수 79명, 연간 매출액은 416 만 달러에 이
른다.
- 페덱스는 카젝스의 계열사인 ‘Agencias de Aduanas Aduanamos S.A. Nivel 2’도 함께 인수하
였으며, 이 계열사는 통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카젝스 인수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물류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다.c) d) f)
- 최근 전자 상거래의 활발한 증가로 인해 물류회사들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라틴 아메리카의 물류시장은 2026년까지 수입에서 압도적인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FedEx Express, DHL Express, Tramusa, Shippingeasy, Whiplash Fulfilment, ODM
Express, Courier Express, World Courier, Aguila Courier, DB Schenker, Maersk Group,
and Nippon Express 등 다양한 물류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 전자 상거래 물류시장을 이끌고
있다.
- 페덱스는 라틴 아메리카를 중요 물류시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카젝스를 인수함으로써 지역 항공화물
운송 및 통관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이번 카젝스 인수를 통해 페덱스는 중남미 시장에서 물류 중개 및 통관과 관련된 노하우를 습득함
으로써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콜롬비아-마이애미 연결 노선과 특화된 신선물류 배송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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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남미 전자 상거래 증가로 인한 물류시장 호황

출처: https://www.marketexpert24.com/2019/08/21/latin-america-e-commerce-logistics-market
-to-record-overwhelming-hike-in-revenues-by-2026-fedex-express-dhl-express-tramusa
-shippingeasy-whiplash-fulfilment-odm-express-courier-express-world/(2019. 9. 17. 검색)

■ Fedex는 항공 운송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c)
- 페덱스는 카젝스 인수 뿐 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에 본사를 둔 포워더 맨턴(Manton)도
인수하는 등 항공 운송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진아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jaryu@kmi.re.kr/051-79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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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s-tramusa-shippingeasy-whiplash-fulfilment-odm-express-courier-express-world
/(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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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 주요국 및 선사의 동향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등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극 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 주요국 및 선사별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a) b) c) d) e)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 층이 녹아내리면서 극지 항해가 가능해짐에 따라 북유럽 →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물류 전송이 가능해졌다. 특히, 북극 항로 이용 시 거리, 시간 절약(각각 수송거리
32%, 운항일수 10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에 러시아 정부는 거점 지역 항만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크루즈선 취항과 같은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물동량 처리 능력 확대 및 북극 항로의 거버넌스를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
- 북극의 자원 부존량 및 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많은 나라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북극 항로의
4개월 간 항해 선박량은 <그림 1>과 같이 15백만 GRT(‘18)→31백만 GRT(’1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미 일부 선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고 있고,
IMO(국제해사기구)는 2021년부터 북극 수역 운항 시 중유(HFO)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결의했다.
CMA CGM 사도 최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북극 항로 미운항을 선언했다.
그림 1. 북극 항로의 연도별 운항 선박량 비교(2018, 2019년 1~4월)

출처: http://www.arctic-lio.com Data visualization(2019. 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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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극 항로의 선박 운항 현황(2018년 및 2019년 6월 현황)

출처: http://www.arctic-lio.com Maps-NSR Shipping Traffic(2019. 8. 5. 검색)

■ 북극 항로는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직까지는 <그림 2>와 같이 북유럽 지역으로 항로가 편중되어 있으나, 북극 항로의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화물의 운송,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인 ‘9-브릿지(Bridge)’를 기반으로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산
업협력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 북극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먼저, 러시아와는 북극항로 관련 해양 인프라 설계 개발 및 현대화, 아시아와 유럽항로를 경유하
는 해상운송 및 연근해 해운 물류망 개발, 에너지 효율과 최신 IT 기술을 갖춘 항만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북극 항로가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 항만은 환적항으로서 북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적지로 자리매김해, 해운 산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김광모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momo0910@kmi.re.kr/051-79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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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인도 정부,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해상루트 개설을 협의
■ 인도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등에 대한 투자협력 의지를 밝혔
으며, 그 일환으로 양국은 블라디보스톡과 첸나이 간 항로 개설 협의를 진행했다.a) b)
-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인도 국가수반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했으며, 양국 간 투자협력 잠재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협력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인도와 러시아
간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는 기존 항로대비 운송기간이 16일 가량 단축되며, 주요
아태지역 국가를 통과함으로서 해당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경제협력 가능성 또한, 기대
된다.a) b) c)
- 기존에는 인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유럽을 지나는 루트를 활용했으며
이는 약 40일 가량 소요된다.
-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는 약 10,300km(5,600마일) 규모로 운송기간은 약 24일로 기존
항로 대비 약 16일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 블라디보스톡-첸나이 간 항로는 한국, 대만, 필리핀, 남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과하며, 모스
크바까지 연결된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 가능하다는 잠재력이 있다.

■ 러시아-인도 간 새로운 항로 확보는 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에게도 물류비 절감
및 사업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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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도 첸나이 간 해상루트 개요

출처: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chennai-vladivostok-sea-route-to-make-itnear-east/articleshow/60486508.cms(2019. 9. 17. 검색)

조지성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jisungjo@kmi.re.kr/051-79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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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해운 거래소와 CargoSmart 파트너십 체결

■ 상하이 해운 거래소는 새로운 해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선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CargoSmar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a) b)
- 상하이 해운 거래소와 CargoSmart는 해상운송 일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해운 지수를
개발하여, 공급망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 새로 개발될 해운지수는 주요 해상운송 항로의 일정 신뢰성을 계산하여 배송 업체가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 것이다.

■ 상하이 해운 거래소는 현재 해운 업계에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와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게시로 전 세계 해운 시장에 최신의
해상운임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 d)
- 상하이 해운 거래소는 중국 교통부와 상하이시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 한 중국 최초의 성정부
해운거래소이다.
- Yao Weifu 부사장은 CargoSmart와 파트너십을 통해 통찰력을 확장하고 해상 운송 업체의 투명
성을 높이는 새로운 해운 지수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CargoSmart는 16만 명 이상의 운송 및 물류 전문가와 협력하여 배송 신뢰성을 높이고
운송비용을 낮추며 운영 간소화를 제공하고 있다.e) f)
- CargoSmart는 현재 20개의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1만 6,000척의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또한, 1,400개의 컨테이너터미널, 3,000여개의 해상 운송 서비스 및 1,000만 건의 항해 일정을
포함하여 시장의 약 85%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하이 해운 거래소와 CargoSmart가 기존 지수 보완을 위한 새로운 지수 개발에 나섰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 개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권보배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b2kwon@kmi.re.kr/051-797-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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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흑해 지역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분석

■ 흑해 지역 항만의 2019년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158만TEU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a)
- 적컨테이너가 약 118만TEU로 전체 컨테이너 비중의 74.3%을 차지하였으며 적컨테이너 물동량
중 수입이 68만TEU(57.5%), 수출이 50만TEU(42.5%)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4%, 6.1%
증가했다.
-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24.6%로
2위, 루마니아가 21.0%로 3위, 조지아와 불가리아가 각각 13.7%, 8.6%로 그 뒤를 이었다.
- 수입 적컨테이너 물동량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조지아가 33.1%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 수출 적컨테이너의 경우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우크라이나 17.7%, 조지아 14.3%, 불가리아 4.1%, 러시아 3.0%로 각각 증가했다.
그림 1. 흑해 지역 컨테이너 처리량(2019년 상반기)

주: 적컨테이너 기준임
출처: http://www.bunkerportsnews.com/News.aspx?ElementId=b39fadbb-11f0-46a7-911c-073cf7196ee6(2019.
9. 10. 검색)

■ 터미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약간의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a)
-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의 DPW 터미널이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
하여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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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를 기록한 터미널은 조지아 포티항만의 APMT 터미널로 지난해 3위에서 1단계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2위를 기록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의 NUTEP 터미널은 3위로 하락했다.
- 우크라이나 오데사항만의 CTO는 지난해와 동일한 4위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항만의 BKP 터미널이
이번 상반기에 신규로 진입하여 5위를 기록했다.
- 지난해 5위를 기록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만의 NLE는 5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 흑해 지역 항만을 기항하는 선사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5개 선사의
처리 비중이 71.4%를 차지했다.a)
- 1위는 지난 해과 마찬가지로 MAERSK가 선두를 유지하였으며 COSCOCS가 ARKAS를 제치고
올해 상반기 3위를 기록했다.
- ZIM은 올해 상반기 CMA CGM을 제치고 5위 항만에 신규로 진입했다.
- MAESK와 MSC가 차지하는 비중은 45.1%(+2.0%p), CMA CGM과 COSCOCS의 처리 비중은
17.8%(-1.5%p), ZIM은 8.3%(-0.8%p)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흑해 지역 터미널 및 선사 컨테이너 처리 순위

구분

터미널

선사

2018 상반기

2019 상반기

2018 상반기

2019 상반기

1위

DPW

DPW

MAERSK

MAERSK

2위

NUTEP

APMT

MSC

MSC

3위

APMT

NUTEP

ARKAS

COSCOCS

4위

CTO

CTO

COSCOCS

ARKAS

5위

NLE

BKP

CMA CGM

ZIM

주: 적컨테이너 기준임
출처: INFORMALL, ‘Black Sea container market review H1 2019’(2019. 9. 11. 검색)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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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친환경 항만 이니셔티브 추진
■ 로테르담항은 항내 배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a)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WPCAP(World Ports Climate Action Program) 총회의 의장을 맡아 회
의를 주도하고 있다. WPCAP와 제휴한 항만은 대표적으로 앤트워프,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르아
브르, 바르셀로나, 예테보리,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밴쿠버 및 뉴욕과 뉴저지 등이 있다.
- 현재 WPCAP는 총 11개의 유럽 및 미국 등의 항만 당국과 함께 항내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워킹그룹 설립을
통해 선박 접안 시 선회시간 단축 및 화물 하역 시 대체연료 사용 가능 가능성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특히 의장인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대기질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산업 및 물류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CO2 배출량 약 25.0%
감소’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 최근 로테르담항에서 진행된 친환경 이니셔티브 실천 사례로는 바이오 연료 사용, 인센
티브 지급, 소프트웨어 구축 및 항내 전력 사용시설 구축 등이 있다.a)
- 최근 로테르담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이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는 컨테이너 선박에 바이오 연료
공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항만이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물 운송을
위해 CO2 배출량이 낮은 선박에 미화 4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이다.
- 또한,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배송시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Pronto'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현재 로테르담항 내 다수의 구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 구축시 항만 구역 간 호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선박 대기시간 그리고 CO2 배출량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Maasvlakte 컨테이너 터미널은 운용 중인 거의 모든 시설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모든 부두에도 전력시설이 장착되어 있어 선박의 부두 접안시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경한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trumanlee@kmi.re.kr/051-797-4696)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rotterdam-prepares-for-ports-international-climate
-congress/(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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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암스테르담항, 2019년 상반기 사상 최대 환적물동량 기록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항의 2019년도 상반기 환적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4,540만 톤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a)
- 기록적인 환적물동량 증가는 액체화물과 컨테이너 및 건벌크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전년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 액체화물의 환적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건벌크 물동량과 컨테이너물동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3.8%, 35% 증가했다.

■ 암스테르담항의 환적물동량 급증으로 인해 에이마위던(IJmuiden)과 잔스타트(Zaanstad)항
등 인근 북해 지역 항만들의 물동량 또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b)
- 북해 운하 지역의 2019년도 상반기 환적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5억 5,100만 톤을
기록했다.
- 반면 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누적 수입물동량은(’19년 5월 기준) 중국 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쳐 931만TEU를 기록했다.

■ 벌크화물의 가격경쟁력과 액체화물 시장의 성장세 전망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
- 유리한 석탄 가격 조건이 암스테르담항의 석탄 화물 환적물동량 급증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지난해 석탄 환적물동량 감소에 따라 증가한 2018년도 석탄 재고량이 석탄 가격을 하락시켜
’19년도 상반기 환적물동량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래 액체화물시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유럽지역에서 액체화물의 환적 및 가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암스테르담항의 물동량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물동량과 달리 ’19년도 상반기 암스테르담항의 크루즈 여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d)
- 2019년도 상반기 암스테르담항의 크루즈 입항 실적은 51척으로 ’18년도 동기대비(74척) 약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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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크루즈 입항 실적 급감은 로테르담항과 에이마위던(IJmuiden)항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19년 1월부터 시행된 세금부과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참고자료

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82649/port-of-amsterdam-handles-record
-transshipment-volumes/(2019.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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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 우리나라 20.2%로 3위~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주류
■ 일본 기업의 지역별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1위로 약 80%를 점유하고
그 중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과반수인 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 일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TDB)가 일본 기업의 수출 거래처 기업 1만 2,045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 지역･국가로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아시아(80.3%)이고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33.8%),
아시아 2위인 우리나라(20.2%)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아시아(80.3%), 북미(26.7%), 유럽(19.6%), 중동(3.4%), 대양주
(3.3%), 중남미(3.1%), 아프리카(1.5%)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출 비중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1위 중국(33.8%)에 이어 미국(25.8%), 우리나라
(20.2%), 대만(18.0%), 태국(12.3%), 홍콩(12.1%), 싱가포르(8.0%), 독일(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비중 상위 20개국 중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가 11개국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일본 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 상위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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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의 수출 거래처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국의 경우, 일본 기업의 현지법인 및 제조거점 외에 알리바바 등의 IT기업, 동풍기차 등의 자동차
메이커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삼성･LG 등의 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주류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애플･인텔 등의 IT기업,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 및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수출
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 보쉬(BOSCH) 등의 자동차 산업 분야, 바스프(BASF) 등의 화학품 산업
분야에 일본 기업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향후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은 1.5%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TDB는 에너지 문제, 물류 인프라 정비 미흡, 현지의 저조한 구매력, 불안정한
정치 및 규제 등을 꼽고 있다.
한성일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han@kmi.re.kr/051-797-4781)

참고자료

a) 일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TDB) 리포트(2019. 9. 17. 검색)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190805.html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190805.pdf

| 167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9. 현재 1만 9천여 개 해외 산업정보 수록)

○ 산업정보 예시

해양

해운·해사

2019년 크루즈산업 트렌드와 친환경 크루즈선박 시장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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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외주", 유럽의 연안경비 정책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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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50년 유가전망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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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물류

일본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상업적 포경 재개 선언

DP World, 2018년에 기술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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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선박 대형화 Cascading Loop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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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항, 30만톤 규모의 VLCC 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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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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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