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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악화 재차 경고
■ IPCC는 9월 20일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51차 총회에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채택하였다.a) b) f)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기구와 국제연합의
환경계획에 의해 1988년 창립된 조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 IPCC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주기마다 2~5편의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16년 6차 평가 사이클 기간 동안 3개의 특별보고서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51차 총회에서 ‘변화하는 기후와 해양빙권지역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SROCC)’를 채택하였다.
-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는 36개국의 100여명 이상 되는 과학자들이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요약한 보고서로 80개국의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 고수온
현상, 빙권지역 감소 등의 심각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또한, 기존 IPCC의 종합보고서에서 일부분으로 다루던 해양과 빙권 관련 문제들을 고산지대→
극지방→연안지역→외양지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 시스템 차원에서 심도 있게 기술하였다.
그림 1. IPCC 제51차 총회 현장과 보고서

출처: (좌) http://enb.iisd.org/climate/ipcc51/(2019. 10. 15. 검색), (우) https://report.ipcc.ch/srocc/pdf/SROCC
_FinalDraft_FullReport.pdf(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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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서는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의 주요결과를 3가지 부문
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c) d)
- A. 관측된 변화와 영향(Observed Changes and Impacts)‘ 부문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온난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으며, 고수온 현상의 빈도가 1982년~201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B. 변화 및 위험 전망(Projected Changes and Risks)’ 부문에서는 해수면 상승, 해양 온난화
및 산성화로 인해 연안지역 공동체의 위험수준이 높아지며, 해안 도시의 경우 2050년경에는 매년
극한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C. 해양 및 빙권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실행(Implementing Responses to Ocean and Cryosphere
Change)’ 부문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환경보호, 생태계 기반 적응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을 강조하였다.

■ 오늘날 해수면 상승은 지난 세기동안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본 보고서 시나리오에
따르면 매년 극심한 홍수 재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f) g)
- 본 보고서는 최근 10년간의 해수면 높이가 지난 90년간에 비해 2.5배 더 빠르게 상승했으며, 기후
변화로 그 상승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처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주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에서 녹는 대규모의 빙하
때문이다. 특히 2007년~2016년 기간 동안 남극 빙하의 규모는 그 이전 10년 보다 3배가량이나
감소했다. 이에 보고서의 저자들은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가올
몇 세기 안에 해수면이 수 미터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는 이미 잦은 홍수나 폭풍, 해일과 같은 재난을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을 실감하고 있으며 특히 저지대 도시나 섬 지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 보고서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폭풍 해일과 해안가 홍수를 일으키는 카테고리 4, 5
이상의 허리케인은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강도와 빈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따뜻해진 바다는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여러 악
영향을 끼친다.e)
- IPCC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론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바다, 극지 빙하, 고산 빙하는 이미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로부터 많은 열을 흡수하여 인간의 존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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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어업 감소로 사업체와 어부에게 영향을 끼치고, 해안 근처에 사는 인구의 27%가 높은
파도와 강한 폭풍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열파는 3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자주 바다를 휩쓸고 있다.
- 바다는 1970년대 이후 과잉 온실가스에 의해 대기에 갇힌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20~30%를 흡수하는 등 계속된 충격을 받고 있다. 바다는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인간을 보호해 왔다. 바다가 열을 흡수해주지 않았다면 대기의 기후는 더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 그러나 바다의 완충효과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뜻한 바다는 대기에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하고,
더 큰 강우를 내리게 한다. 해양이 여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해양생물 또한, 영향을 받는다.
따뜻한 바다 표면에서 가벼워진 해수는 차가운 물과 섞이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바다 표면은
정체되어 산소를 적게 포함하고, 해양생물의 중요한 영양분이 줄어든다.
- 바다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산성이 되어 작은 플랑크톤에서 굴, 거대한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에
이르기까지 탄산칼륨으로 껍질을 이루는 유기체가 많이 생긴다. 세계 산호의 60%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산호 자체 뿐 아니라 산호 근처에 사는 물고기들과 산호로 인한 관광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해안지역에서의 폭풍과 파도의 타격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약해진다.
-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현재와 동일한 탄소 배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세기말까지
어류의 20%가 감소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 참치와 같은 원양어업 어획량은 정체되었다고
한다. 남획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들이 온실가스배출을 제거
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림 2. 해양･빙권지역의 주요 요소 및 변화, 그리고 지구시스템과의 연결성 도식

출처: IPCC 2019(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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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질량이 소실되고, 적설량과 북극 해빙 면적 및 두께가 감소
하며, 영구동토층 기온이 상승하는 등 빙권이 광범위하게 줄어들었다.i)
- 전 세계적으로 빙상과 빙하의 질량이 줄어들었으며, 그린란드 빙상 질량의 경우 평균 278±11Gt yr-¹
속도로, 남극 빙상은 평균 155±19Gt yr-¹속도로 소실되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의 소실이
빨라지고 지속적으로 빙하 질량이 감소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도 가속화되고 있다.
- 북극 해빙 두께가 얇아졌으며, 1979년과 2018년 사이 최소 5년 이상의 다년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감소했다.
- 여름철 해빙 소실과 봄철 육상 적설량의 피드백은 북극에서 지난 20년간 전 세계 평균 지표기온
상승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온난화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북극 해빙의 변화가 중위도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의 일치성이 높지 않아 중간 수준의 신뢰도인 것으로 평가됐다.
- 북극에 비해 남극의 해빙면적은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 전 세계적 빙하 소실, 영구동토층의 해빙현상 등 북극의 해빙면적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
으로 보이며, 미래의 극지는 오늘의 극지와 상당한 다른 모습일 것으로 전망된다.i)
- 전 세계적 빙하 소실, 영구동토층의 해빙현상, 적설량 감소 등 대기온도 증가로 인해 북극 해빙면
적은 단기적으로(2031~2050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로 제한할 경우 얼음이 없는 북극이 100년마다 한 번씩
올 수 있으며, 2℃로 제한할 경우에는 3년마다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럼에도 시나리오별로 기후변화가 극지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결과는 상이했으며, 어떤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지변화의 수준과 속도, 이에 따른 글로벌･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 적응방식의 효과성, 기후에 대한 복원력이 있는 미래 갈 수 있는 기회 등이 달라질 것이다.
- 전체적으로 매우 다른 극지의 미래환경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프라, 문화, 생활방식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수면 상승 속도를 완화를 위해 연안 습지의 보전 등 생태계 기반 솔루션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인프라 건설도 필요하다.e) j) k)
- 해수면이 향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부터라도 해수면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면 해발 10미터
높이의 해안지역에 사는 전 세계의 6억 8천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6 |

이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부의 해수면 상승을 준비하
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 해수면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생태계 기반 솔루션으로, 연안 습지, 늪지, 맹그로브 숲 등 퇴적물을
보유할 수 있는 지형의 보존이 있다. 이러한 서식지의 확보를 통해 열대림 보다 헥타르 당 40배
빠른 탄소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연안습지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19세기 이래 전 세계
연안습지의 약 50%가 사라졌다. 열대지방에서는 맹그로브 숲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양식용 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연안의 습지는 관광리조트, 도로 및 항구의 건설,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졌다.
- 현재 온실가스 감축 실행여부와 관련한 우리의 결정과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기존 해안 습지의 20~90%가 추가적으로 손실될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연안 습지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연안 습지가 확대된다면 해안의
침식과 홍수를 방지 하여 해안선을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해수면 상승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향후에 건설되는 건축 및 구조물들은 해수면 상승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독일에는 ‘기후 제방(Climate dikes)’이 세워졌다. 미래의 변화를 염두
해 두고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은 현재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국가가 최대의 노력으로 가장 야심찬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한다면, 2100년까지 현재
해수면은 최대 40cm 높아지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탄소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80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남극 빙하 연구에 참여하여
2022년까지 4년 간 진행되는 연구에 약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d) h)
- 해양수산부는 남극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서남극 스웨
이츠 빙하(Thwaites Glacier)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 최근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해수면 상승 관련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늘어났다. 남극과 해수면 상승 상관관계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예측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연구 대상 지역인 스웨이츠 빙하는 지난 4년 동안 남극에서 가장 많은 빙하가 녹아내린 지역
으로 시급한 연구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제공동 연구는 작년 12월
네이처가 선정한 ‘2019년 주목해야 할 과학 분야 이슈 10선’ 중 1위로 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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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남극의 스웨이츠 빙하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18/93755431/1(2019. 10. 7. 검색)

- 한편,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와 요약본은 향후 해양･수산,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정책 결정 시
유용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29일(화) 서울 LW컨벤
션에서 열리는 ‘2019년 제2회 IPCC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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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갈등,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

■ 골재채취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핵심 해양관리 이슈로 등장해 있다.a) b) c) d)
- 국제사회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와 자갈 등과 같은 골재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5년에 발간한 첫 번째 세계통합해양평가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보고서에서 바다 골재채취를 다루었다.
- 골재는 건물과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등 몇몇 국가는 육상 골재 공급 부족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해양골재 채취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 특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생태계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바, 생태계 및 환경영향에 대한
증거기반의 체계적 관리와 구체적인 이행지침이 필요하다.
- 2019년 5월 발간된 UNEP의 ‘세계 모래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UNEP은 환경영향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
능한 모래 수급을 위해서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정량적인 증거기반의 생태계 영향 등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e) f)
- 북대서양해양과학기구(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해양퇴
적물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 국가들로 이루어진 실무그룹은 회원국별로 해양골재 채취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1) 해양자원의 지도화, 법제도와 정책, 환경영향평가, 연구,
모니터링, ICES 가이드라인의 사용 등의 검토, (2) 과학적 연구, 환경영향평가와 모니터링 자료
구축. (3) 유럽연합의 해양전략 프레임워크 지침(MSFD;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과의 결합, (4) ICES 웹사이트에 연구 결과물 출판, (5) 다른 회원국과의 환경영향 완화관련 내용
교환, (6) 누적영향평가 지침과 프레임워크 개발, (7) 어업에 대한 영향, (8) 해양골재 채취가 해양
공간계획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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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연례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교류
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활동은 해양골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조치에 관한 민간 부문과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 골재채취가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인과관계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골재채취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합리적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생태계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
하다.g) h) i) j)
- 최근 정부가 채취 중단 2년 만에 인천 앞바다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
하면서 골재업자와 지역주민, 어민들 간의 갈등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건설골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모래채취에 의한 환경생태계,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해양갈등은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다.

그림 1. EEZ 골재 공급 실적

주: 2017년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전까지 통계자료, 단위: 천 ㎥
출처: EEZ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연구 (2017), 국가통계 자료 재구성(2019. 10. 16. 검색)

-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의 경우, 정량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정량적 자료 기반의 과학적 연구가 필요
하다.
- 바닷모래 채취와 환경생태계 영향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주장 중심의 왜곡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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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숙의적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해양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민경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mk.chae@kmi.re.kr/051-79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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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수산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기후변화
■ 세계적인 경제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 북극권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다.a) b) c) d)
- 4차 산업혁명 용어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화두로 만든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이하 다보스포럼)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권이 도전과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인정하며
2015년 글로벌 투자회사 및 해운회사 대표, 고위급 공무원 등 총 22명으로 이루어진 북극에 관한
세계어젠다위원회(Global Agenda Council on the Arctic)를 만들어 북극투자규약(AIP: Arctic
Investment Protocol)을 개발하였다.
- 북극투자규약은 처음으로 도입된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지속가능한 북극권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6개의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16년 전 세계 25개의 사무소와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 및 금융회사인 구펜
하임 파트너스가 북극투자규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15년간 북극권 8개국의 북극개발을
위해 예상 투자액은 미화 1조 달러 정도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미국 지리학 협회(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또한, 북극투자규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북극은 경제 성장이 불가피할 정도로 지리학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장소로 결론적으로
북극권에서 인류가 환경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고 지속성장 가능한 규약이 꼭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 북극에 관한 세계어젠다위원회는 2016년 해체되었으나, 2017년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가 북극투자규약을 지속 및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투자 및 인프라 워킹그룹(IIWG:
Investments and Infrastructure Working Group)을 신설하였다. 최근 다보스 포럼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의 급격한 해빙으로 4가지 사업 분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 다보스 포럼, 기후변화로 각광받게 된 북극권 4가지 사업 분야중 하나로 수산업 분야를
소개하다.d) e) f)
- 기후변화로 찾아온 해빙은 북극지역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해빙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해빙의 범위가 광범위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극권은 지구면적의 대략
15%, 전 세계 인구의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극은 세계 경제의 90%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미개발된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보스 포럼은 기후변
화로 찾아온 북극권에서 가능해진 사업 분야들을 재조명하였다. 총 4개 분야로 북극항로, 광통신
및 데이터 센터, 지하자원 개발, 및 북극수산업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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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북극원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하지만 해빙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업이 가능한 구역이 늘어가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2018년 10월 북극해 연안국 및
비연안국 총 10개국이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한시
적으로 북극 공해상 조업 활동을 일체를 유예한다. 하지만 공동 과학조사를 통해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기구를 통해 통제된 조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북극 수산자원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또한, 이번 협정에 서명한 10개
국가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북극해 연안국이며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는 2019년 10월 스웨덴 정부와 공동으로 유럽연합 북극 포럼(EU
Arctic Forum)을 개최 하는 등 북극 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 과학자들 북극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해 우려하다.g) h)
- 2019년 9월 미국과 노르웨이의 공동연구결과로 북극어류들은 미량의 원유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북극대구(Arctic Cod)에 관한 심층적 연구로, 북극 대구는
해수면에 유출된 미량의 원유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치어상태에서의 성장 문제 및
수명 문제 등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는 북극대구의 급격한 개체수 하락으로 슈퍼마켓의 수산물 코너
에서 북극대구를 보기 힘들어 질것이라 보도하였다. 북극대구 개체수는 작년과 달리 이대로 조업을
유지한다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였다.
- 국제해양관리협의(Marine Stewardship Council) 단체는 생태계 파괴 없이 지속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해산물류에 친환경 표식인 블루틱(Blue Tick) 라벨을 부여해 왔는데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북극대구의 생태가 국제해양관리협의 단체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에 북극대구는 블루틱
라벨 부착 2년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격을 획득 했던 2017년, 북극대구의 추정 개채량은
152,207톤으로 2018년에는 180,990톤으로 증가 하였으나 올해는 81,224톤으로 급감하여 과학
자들은 북극대구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우려하였다.

■ 반면, 북극지역 양식업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i) j)
- 2019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합작투자회사인 ‘아틱피쉬(Arctic Fish)’는 중국 정부로부터 연어
수출 최종 승인을 회득하여 중국 수산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2014년 아이슬란드-중국
FTA 협정 이후, 아틱피쉬는 양국에서 요구하는 필요 인증 절차 및 정부기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양국 간 해산물 수출 경험이 전무하였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기간을 소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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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중국 수산시장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십년간 세계 최대 연어
소비국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번 아틱피쉬의 중국진출은 아이슬란드 연어 양식회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 아이슬란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양식생산량이 2021년까지 대략 2배 이상 성장 할 것으
로 예측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는 아이슬란드의 양식업은 2021년에 총 수출이 대략 연간
국가 총수출의 3% 정도인 3.2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 아이슬란드의 양식업자들 대부분인 75%가 연어양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생산
량이 2배 증가하여 올해는 85,000톤을 생산하였다.
- 특히 올해부터 중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연어 양식을 우려하여 아이슬란드 환경청은 양식장 별로 연어 최대 생산량을
설정해 두었지만 이미 많은 연어 양식장들이 최대 생산량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 2010년 중국의 인권운동가 리우 시아보(Liu Xiabo)의 노벨 평화상 수여는 중-노르웨이 외교관계를
악화 시켰고 중국은 곧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과중한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르웨이 외교부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대중 무역이 46% 증가하였지만 연어 수출은 61.8% 하락하는 등 대중국
노르웨이산 연어 수출이 어려워 졌다. 하지만 2017년에 들면서 중-노르웨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2019년 하반기 연어 수출량은 대략 2만 톤이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이경호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참고자료

a) http://polarconnection.org/arctic-investment-protocol-december-2015/(2019. 10. 14. 검색)
b) https://www.guggenheimpartners.com/firm/news/guggenheim-partners-endorses-wo
rld-economic-forums(2019. 10. 14. 검색)
c)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the-aec-iiwg-invites-stakeholders-to-give-inputand-concrete-examples-of-best-practices/(2019. 10. 14. 검색)
d)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9/4-ways-climate-change-is-opening-thearctic-up-to-business/(2019. 10. 14. 검색)
e) http://sdg.iisd.org/news/nine-countries-eu-sign-agreement-to-prevent-unregulatedfishing-in-central-arctic-ocean/(2019. 10. 14. 검색)
f) https://euobserver.com/nordic/146148(2019. 10. 14. 검색)
g) https://alaska-native-news.com/44757-2/44757/(2019. 10. 14. 검색)
h) https://www.theguardian.com/food/2019/sep/25/uk-supermarket-sales-of-north-sea
-cod-may-stop-next-year?fbclid=IwAR05LGD9-1VBGj9BGpDWvNxDMbMEso-i7du4X
Nx9sZ2ZMRb1ta8G3qMABTc(2019. 10. 14. 검색)
i) https://www.highnorthnews.com/en/icelandic-norwegian-joint-venture-arctic-fish-beg
in-selling-salmon-china?fbclid=IwAR34Zh0OmRL-9bTHmLQ4zqRG8GEFIK3BY2CDMCg
ni14zTOZ2_AyK2SIvhIc(2019. 10. 14. 검색)
j) https://www.icelandreview.com/news/icelandic-fish-farm-production-expected-to-do
uble-by-2021/(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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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섬, 에너지 자립을 통한 스마트 섬으로 변화

■ 유럽 섬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SMIL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SMILE(Smart Islands Energy System) 프로젝트는 유럽 3개의 섬에서 9개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시연하는 사업이다.
- 섬 지역사회는 인구규모 및 공동체 특성 측면에서 주민생활에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솔루션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범활동에 이상적인 후보지이다.

그림 1. 섬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구조

출처: https://www.h2020smile.eu/about-the-project(2019. 10. 14. 검색)

■ 3개 사업지에서 개별 여건에 맞는 SMIL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a) b) c) d)
- SMILE 프로젝트는 환경 조건, 정책･규제, 기술 수준, 에너지 시장 등이 상이한 3개 지역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각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조건, 기반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적 해결책
조합을 시험하고, 이 과정에서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참여시킨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지 간 협력･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 시범사업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 영국의 오크니 제도, 덴마크의 삼쇠 섬에서 진행되며, 각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방식은 지역에 맞춰 변형하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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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영국의 오크니 제도는 지역의 에너지 회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 관리 시스템과 기존의
스마트 발전 그리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덴마크의 삼쇠 섬은 에너지 수요 감축과 가격의 안정
등 균형적인 수급 조절에 특화된 에너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덴마크의 삼쇠 섬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d) e)
- 삼쇠 섬의 연안은 요트 관광객이 많아 에너지 수요가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SMILE 프로젝트는 배터리･열 저장장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박지를
조성하여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부두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풍력 터빈을
통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요트 관광객들에게 사용량만큼의 에너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을 고정
요금에서 일일 변동 요금으로 전환하여 소비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림 2. 삼쇠 섬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구조

출처:

https://www.zdnet.com/article/infographic-how-one-danish-island-beca
me-100-energy-self-sufficient/(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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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h2020smile.eu/about-the-project/(2019. 10. 14. 검색)
b) https://www.h2020smile.eu/the-islands/madeira-portugal/(2019. 10. 14. 검색)
c) https://www.h2020smile.eu/the-islands/the-orkneys-united-kingdom/(2019. 10. 14.
검색)
d) https://www.h2020smile.eu/the-islands/samso-denmark/(2019. 10. 14. 검색)
e) https://www.zdnet.com/article/infographic-how-one-danish-island-became-100-ener
gy-self-sufficient/(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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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연자원부, ｢2019년 기후변화 해양 청서｣ 발표

■ 1980년~2018년에 중국 연해 해수면 온도는 10년마다 0.23℃ 상승하고, 연안 해수면과
해수량은 매년 평균 3.3mm와 3.16mm 상승하고 있다.a)
- 최근 중국 자연자원부 국가해양정보센터가 발표한 ｢2019년 중국 기후변화 해양 청서｣에 따르면,
1960년~2018년에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4년 동안에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2018년은 과거(1981년~2010년)보다 0.18℃ 높았다. 1993년~2018년에 세계 평균 해수면의
상승속도는 3.15±0.3mm/년에 달했으며, 2018년의 상승속도는 관측기록이 있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1980년~2018년에 중국 연안 해수면 온도는 매 10년마다 0.23℃ 상승했는데, 그 중에 2015년~
2018년 4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80년~2018년에 중국 연안 해수면은 매년 평균 3.3mm 상승했는데, 2018년의 중국 연해 해수
면은 1993년~2011년의 평균치보다 48mm 높았으며, 1980년 이래 여섯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 또한, 1980년~2018년에 중국 연안 해수량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평균 매년 3.16mm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1870년~2018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SSTA)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240357(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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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이(渤海) 해빙 빙기와 빙량이 파동적 하락세 보였고, 10년마다 중국 연안 기온은
0.37℃ 상승했고 연해 평균 풍속은 0.29m/s 낮아졌다.a)
- 1963년~2018년 보하이(渤海) 각 기지의 해빙 빙기와 빙량(冰量)은 파동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2018/2019년 겨울의 보하이의 얼음 상황은 과거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해빙은 주로 랴오동
만(辽东湾)에서만 나타났고, 보하이만(渤海湾)과 라이저우만(莱州湾)에는 소량의 부빙(浮冰)만
관찰되었다.
- 2000년~2018년 기간에 중국 연해에서 발생한 폭풍재해의 횟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에
중국 연해에서 총 16번의 폭풍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재해로 분류되는 폭풍은 9번에 달했다.
- 1980년~2018년에 중국 연안 기온은 10년마다 0.37℃ 상승했는데, 그 중에 동해 연안의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연안 해수면의 기압은 매 10년마다 평균 0.16hPa 하락했는데,
그 중에 동해 연해의 하락속도가 가장 빠르다.
- 중국 연안 평균 풍속은 10년마다 0.29m/s 하락했는데, 그 중에 보하이(渤海) 연안의 풍속 하락속
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 재해 예방･감소 및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a)
- 기후 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및 극단기후 사건(태풍, 파도와 폭풍 등) 발생
강도의 강화는 중국 해양환경과 연안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앞으로 기후변화, 재해 예방･감소 및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규제 동향 파악, 해양재해 위험성 감소,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자원에
대한 합리적 개발･이용 및 경제사회 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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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epaper.oceanol.com/content/201909/25/c13110.html(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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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자료조사 보고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 일본 정부가 9월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5번째 연구용역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a) b)
- 이 보고서는 2018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하 영토실)이 외부에 용역을 준 과제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신규 자료 14점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에 정부에
보고를 마친 후 9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일본은 2014년부터 해마다 독도와 센카쿠 관련 자료를 위탁 조사하여, 일본에게 유리한 해석이
담긴 자료를 선정･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토실의 홈페이지에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공개되며, 내각관방의 ‘독도(다케시마) 아카이브 포털 사이트’에도 게시하고 있다.
-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자국에서 홍보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 홍보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 일본은 2014년부터 정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아카이브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c)
- 2014년부터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은 독도(다케시마) 관련자료 200여점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다케시마 아카이브 포탈 사이트’*
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 중국과 관계있는 센카쿠 아카이브 포탈 사이트도 존재하며, 러시아와 관계있는 북방영토(쿠릴열도) 관련
사이트는 현재 없다.

- 이 포털 사이트는 일본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독도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국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타나 있는 자료들은 들어 있지 않다.
- 이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조사 보고서 등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이 사이트와 영토실이 공개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는 주로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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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앞으로도 자국에게 유리한 독도영유권 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다양한 사이트에
공개할 것이 분명하다.d) e)
- 이 보고서 내용 중 국제법에 관련된 부분은 새롭게 ‘영토⋅주권에 관한 자료수집보고서’ 라고 작성
하여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이는 국제법적인 문제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영토･역사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겠
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의 내각관방의 영토실, 영토주권전시관, 독도 아카이브
포털 사이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등의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는 본래 군축문제, 핵문제, 군사안보 이슈 등 국제정치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하던 연구소이나, 2017년 연구소에 영토･역사센터를 설립하여, 내각부, 내각관방과 시마네현
독도(다케시마) 문제연구소와 자료교환 등 활발한 영유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의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와
홍보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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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asahi.com/articles/ASM9B519KM9BULFA010.html(2019. 9. 11. 검색)
b) http://www.cas.go.jp/jp/ryodo/report/takeshima.html(2019. 9. 11. 검색)
c) http://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index.html(2019. 9. 11. 검색)
d) https://www.zakzak.co.jp/soc/news/190911/pol1909110005-n1.html(2019. 9. 11. 검색)
e) http://www2.jiia.or.jp/pdf/JIC/10910-press_release_takeshima_front_page.pdf(2019.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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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 과학적인 연구로 해결해야

■ 미국의 대규모 해상풍력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a) b)
- 미국 내무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하고, 에너지 생산 및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안
지역의 공간 임대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에 덴마크의 에너지기업인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과 에너지 서비스 및 공급
기업인 아반그리드(Avangrid Inc)의 합작투자회사인 빈야드윈드(Vineyard Wind)는 2021년까지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23km 떨어진 곳에 40만 개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 그러나 연방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이
사업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개발 사업자에 요구함에 따라 4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종
환경 영향 연구 및 의사결정이 미뤄졌다.
- 미국 내무부는 해양에너지 개발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계획 중 핵심분야라고 언급하였지만,
에너지 안정성과 환경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8월에 해당 프로젝트
승인 보류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풍력발전 계획에 따른 갈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조사연
구가 미흡하다.c)
-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총 12GW 해상풍력발전을 필요로 하며, 매년 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신규로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다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해당 해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측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두 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양측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상풍력단
지의 조성이 해당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22 |

■ 과학적 연구와 거버넌스를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핵심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과학적 근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주체는 해상풍력단지의 장점과 이익을, 어민･
환경단체는 해상풍력단지의 잠재적 문제점을 강조하지만, 과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자료를 해상풍력
발전을 비롯한 이용개발 목적의 공간활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과 입장이
아닌 과학적 논거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갈등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공간연구센터는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갈등비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해양공간 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옥소연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syock1101@kmi.re.kr/051-797-4729)

참고자료

a)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5929(2019. 10. 14. 검색)
b)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wind-fishing-exclusive/exclusive-first-big-u
-s-offshore-wind-project-hits-snag-due-to-fishing-industry-concerns-idUSKCN1UO
0EK(2019. 10. 14. 검색)
c)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5(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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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양식,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활용 필요

■ 해양생태계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회 장소이다.a) b) c) d)
- 해양생태계가 기후변화 취약지역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특성과 기능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서 각광받고 있다.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해양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1) 해양재생에너지, (2) 해상운송, (3) 연안 및 해양생태계, (4) 수산물 공급체계, (5)
해저탄소 저장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특히, ‘연안 및 해양생태계’ 전략은 보전과 관리를 통한 자연적인 탄소 격리와 함께 해양자원 이용
과정에서의 순환과 탄소 중립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수산물 공급체계’
전략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산물로의 식이 전환과 어업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해양 기반 기후변화 완화 전략

출처: World Resource Institute(세계자원연구소), The Ocean as a Solution to Climate Change: Five Opportuniti
es for Action(2019)(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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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해조류 양식은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a) b) c) d)
- 대형 해조류 양식(김, 미역 등)은 다양한 환경 이점을 가지고 있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기탄소는 자연적으로 혼합층이나 심해에 격리 및 침전되어 순환된다. 해조류 제품은 생산, 가공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어 기존에 주로 생산된 식품, 사료, 기능식품, 바이오연료
등을 친환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조류 양식은 부영양화, 저산소, 해양산성화를 완화
하는 효과가 있다.
- 식품 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 대형 해조류 양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Halpern 교수 등은 서식조건, 지리적 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대형 해조류 양식이
전 세계 4천 8백만 ㎢의 해양 공간에 적합하며, 순 배출량보다 약 3배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해조류 양식을 이용한 국가 규모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지역, 산업 등
소규모 단위에서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2. 육지 및 해양(연안)생태계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

출처: World Resource Institute(세계자원연구소), The Ocean as a Solution to Climate Change: Five Opportuniti
es for Action(2019)(2019. 10. 14. 검색)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방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은 상업적 규모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양식 여건변화와 산업 성장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해조류 양식의 잠재적인 완화 기여도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발달된 국내 해조류 산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 적극 개발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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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조류 양식은 해양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공간
계획 관점에서, 양식장의 확대는 생태계 순환과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의 기회를 제공
하지만, 인접한 블루카본 생태계(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해조류 양식에
따른 완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계획, 블루카본 생태계 등 국제적 이슈와의
연계와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다.

안혜진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dori426@kmi.re.kr/051-797-4747)

참고자료

a) World Resource Institute(세계자원연구소), The Ocean as a Solution to Climate Change:
Five Opportunities for Action(2019)(2019. 10. 14. 검색)
b) Froehlich et al., Blue Growth Potential to Mitigate Climate Change through Seawee
d Offsetting, Current Biology 29: 3087-3093 https://doi.org/10.1016/j.cub.2019.07.0
41(2019)(2019. 10. 13. 검색)
c) Duarte et al., Can Seaweed Farming Play a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Frontiers in Marine Science, volume 4, Issue 100, https://doi.org/10.33
89/fmars.2017.00100(2017)(2019. 10. 14. 검색)
d) Seaweed Farming Could Help Mitigate Climate Change, https://www.nceas.ucsb.ed
u/news/seaweed-farming-could-help-mitigate-climate-change(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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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 발견자, 이번에는 이어하트 비행기 찾아나서

■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로버트 발라드 교수는 미국의 여류 비행사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실종된 비행기를 찾기 위한 탐사 항해를 진행하고 있다.a) b)
- 로버트 발라드(Robert Ballard)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Rhode Island)의 해양학
교수인 동시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탐험가이기도 하다.
- 발라드는 타이타닉 호,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 함,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 함, 존 F. 케네디가
2차 대전 중 정장으로 이끌었던 어뢰정 PT-109 등을 찾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 그 외에도 그는 지중해와 흑해의 옛 무역항로에서 고대 선박의 잔해들을 발굴하기도 하는 등 해양
에서의 수중고고학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한편, 발라드는 갈라파고스 열곡(Galapagos Rift)에서 최초로 열수공(hydrothermal vent)과 주위에
형성된 화학합성에 기반한 생물군집들을 발견한 해양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림 1.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Robert Ballard)의 모습

출처: https://today.uri.edu/news/a-quest-to-find-amelia-earharts-plane/?fbclid=Iw
AR3O3yrenrMWiA1tRoQpG8DtKRSHP6C1JOIZnzj4VK5pPj9i_XwogkMqTT8(2019.
7. 29. 검색)

| 27

■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으로, 1937년 세계 일주
비행 중 실종되었다.a) b) c)
- 미국의 비행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아멜리아 이어하트(Amelia Earhart)는 여성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에 이어 1937년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했다.
- 세계 일주 중 두 번째 비행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륙했는데, 7월 2일 항법사인 프레드 누넌(Fred
Noonun), 그리고 탑승한 비행기와 함께 실종되었다.
- 당시 미드웨이 산호초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던 팬어메리 에어웨이(Panamerica Airway) 사의
무선방향탐지기에는 각각 이어하트의 조난신호가 수신되었다.
- 따라서, 조난 위치의 대략적인 범위는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수색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발라드 교수는 이어하트의 수수께끼에 도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

그림 2. ROV를 사용하여 이어하트의 비행기를 찾고 있는 Nautilus 호

출처: https://www.nytimes.com/2019/10/14/science/amelia-earhart-robert-ballard.html(2019. 10. 15. 검색)

■ 실종 장소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이어하트 탐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조사팀은
과학적 탐사를 통해 비행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
-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한 국무부 공무원은 1940년 한 영국군 장교가 키리바시 공화국 피닉스 제도
중에 위치한 니쿠마로로(Nikumaroro) 산호초에서 찍은 사진에 주목하였다.
-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산호초에서 보이는 희미한 물체가 이어하트의 비행기에 달려있던 착륙장치
(landing gear)의 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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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판독 결과에 고무된 발라드와 조사팀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고고학자들이 합류하였고, 탐사선
E/V Nautilus에 승선하여 ‘이어하트 탐사(Expedition Earhart)’에 나섰다.
- 지난 8월에 발라드 일행은 두 주 동안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탐사를 공중과 육지, 그리고 바다에서
수행하였으나 이어하트 비행기의 흔적을 찾지는 못하였다.

■ 남태평양에서 진행된 1차 탐사를 통해 비행기를 찾지 못하였지만 연구진은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940년 사진 속의 물체가 비행기의 일부가 맞더라도 해류와 경사면에서 중력의 작용 등으로 기체
부분들의 위치는 당시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을 위해 총 4번의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실패한 한 번의 탐사에서는
불과 150미터 정도 차이로 선체를 놓쳤다고 동료들을 격려하였다고 한다.
- 한편, 2차 해양 탐사에 착수하기 전에 내셔널지오그래픽 팀이 수행하고 있는 법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이어하트 실종 위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팀은 기대하고 있다.
-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의 법인류학자 에린 킴멀(Erin Kimmerle) 교수에게
1940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되었으나 관심받지 못했던 뼈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했다.
- 킴멀 교수는 이 뼈가 이어하트의 체형과 매우 일치한다고 밝혔고, DNA 분석 결과를 이어하트의
친척들의 DNA와 비교할 예정이다.
- DNA 분석 결과에 따라 발라드와 동료들은 니쿠마로로 인근에 대한 2차 탐사에 착수하거나 혹은
이어하트의 추락지점으로 추정되는 다른 장소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부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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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해저에서 거대한 가스주머니 층 발견
■ 오키나와 트로프 밑에서 거대한 온실가스 주머니 층이 발견되었다.a) b) c) d)
-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서서로 침몰하는 필리핀 판 부근의 오키
나와 트로프 바닥에서 수백만 마일에 달하는 온실 가스주머니 층이 발견됐다.
- 연구팀은 지진파를 사용하여 트로프 구조를 매핑한 후, 최소 4km 넓이에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
소･메탄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가스주머니를 찾아냈다.
- 이 탐사를 위해 트로프 중앙을 다양한 각도로 지진파 실험을 했으며, 해저를 통과할 때 지진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해저 아래에 숨겨진 세계의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 연구진은 가스주머니의 너비는 추정하였으나, 가스 주머니 중앙의 넓은 영역에서 압력 파동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 깊이는 추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사 결과로는 가스 주머니가 이산화
탄소인지 메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라면 중요한 자원이
될 전망이다.
- 큐슈대학 국제 탄소중립에너지연구소(Kyushu University'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rbon-Neutral
Energy Research in Japan)는 가스가 모두 CO₂라면, 대략 5천만 톤 규모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양은 일본의 모든 자동차의 연간 CO₂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 또한, 이 연구소에서, 지진 압력파는 일반적으로 고체를 통하는 것보다 가스를 통해 더 느리게
이동하며, 지상을 통한 지진파의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지하 가스 저장고를 식별할 수 있고, 포화
상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가스주머니가 CO₂인지 메탄인지 밝히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a) b) c) d)
-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에 이어 메탄은 지구 대기에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열 포집
가스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NASA에 따르면, 지난 250년 동안 대기 중
메탄 농도는 거의 150% 급증했으며, 북극 영구동토층에 갇힌 메탄이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에서 발표한 가스주머니가 대부분 CO₂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저에 있는 가스주머니가 올라와서 5천만 톤의 CO₂를 한 번에 공기 중에 방출하면,
대기 중 CO₂ 농도에 영향을 미쳐 기후 변화에도 여파가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스주머니가 해저에
널리 퍼져 있다면 잠재적인 충격 가능성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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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가스주머니의 구성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도
불분명하다. 오키나와 트로프와 다른 해양 균열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해저 아래 갇힌 온실가스 저수지 (초록색 구역 안쪽의 파란 부분)

출처: https://www.livescience.com/topics/ocean(2019. 10. 14. 검색)

최수빈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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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대책 1. 캐나다 NGO, 대응프로그램 개발
■ 캐나다 환경단체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EPIC(Edu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leanu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a)
- Ocean Legacy Foundation은 9월 27일에 해양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직면한 생태 민감 지역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자 긴급 대응 프로그램인 EPIC을 마련하였다.
- 이 프로그램은 고형 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Edu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leanup 등 4가지 접근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 인간과 야생 동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 플라스틱 수집, 처리 인프라 및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 Ocean Legacy Foundation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끝내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된 캐나다 비영리

단체이다. 재단 이사회와 세계 기술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지도자와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이 활동하고 있다.

표 1. EPIC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분
Edu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leanup

내용
∙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실시
∙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환경 개선 정책을 옹호하고, 지역사회가 플라스틱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에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한 재활용 시스템,
기술 솔루션을 개발
∙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민
참여형 활동

출처: https://oceanlegacy.ca/introducing-epic/(2019. 10. 10. 검색)

■ [Education]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 수단
등을 제공한다.b)
- Education & Research 구성 요소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필수 지식, 기술 교육 기회 및 커리
큘럼을 제공하여 플라스틱이 없는 환경에 대한 솔루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즉,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지식과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운동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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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기존 해양 플라스틱 관련 정책 및 규정을 평가하여 시민사회가 참여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및 관리 정책과 결합한다.b)
- 시민사회와 정부의 요구를 식별하여 일상생활에서 해양 플라스틱 발생과 관련된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정책을 개발 및 개선하여야 한다.
- 정책은 지구 환경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적합한 모범적인 관리 전략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 [Infrastructure] 지역사회가 플라스틱을 위한 탄소 저감형 순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스템과 기술 솔루션을 개발한다.b)
- 플라스틱 관리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립되거나, 도시 거리, 시골 및 수로
등으로 흩어져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수집-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한다.

■ [Cleanup]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지역 사회와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시민 참여 기반 수거활동을 실시한다.b)
- 청소 및 복구(Cleanup & Restoration)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지역 사회가 야생 생물, 지역 사회 및 생태 관광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있다.
- 재단은 특히 캐나다 해안가, 알래스카 연안, 북태평양 플라스틱 해역(Gyre-Pacific Ocean),등을 중
심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며,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70톤 이상의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였다.
- 지역 및 국제단체와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수거 결과를 활용한 연구도 연계 실시한다.
표 2. EPIC 프로그램의 주요 수단 및 사업 내용
Education

Policy

Infrastructure

 과학기반 안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로로
유출되기 전에 포획
 청소년 대상 아웃리치 프로 범사업 추진
그램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플라스틱업체가 제품‧포장
폐기물 수거망 구축
 인터액티브 온라인 맵핑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간 협력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위
(mapping) 프로그램
한 기술 혁신
 해안가 모니터링 및 영향 평  특정 제품 및 포장에 대한
가 프로그램
사용 제한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
양쓰레기를 재활용
 인터액티브 방식의 지역사  재활용 가능 물질의 폐기 처
회 참여 및 교육
분 금지
 해양산업을 위한 인증 프
레임 워크 개발
 역량 개발 프로세스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

Cleanup
 Cleanup Series 전략 계획

준비
 지역별 정화활동 난이도 탐

지 및 평가
 NOAA 조사 지침을 통한

분포도 조사
 해안선 정화 전략 및 최상의

관리작업 관행 개발
 해안선 관리 안전 표준 개발

출처: https://oceanlegacy.ca/introducing-epic/(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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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해서는 종합적‧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해양 플라스틱이 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가 소비재이
므로 발생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일반국민 모두가 대상자로 볼 수 있다.
- 다만, 해양 플라스틱을 특정 시기(태풍, 집중호우)에 집중적으로 특정 플라스틱 품목이, 특정 유입
지점 및 경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어, 특정 해안가 혹은 해역에 밀집 혹은 축적된다.
- 따라서 EPIC 프로그램과 같이 해양 플라스틱 수거 결과를 토대로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해양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한 대응정책, 재활용 기술, 처리 인프라의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우리나라는 양식장 부표 등 일부 어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은 미흡하며, Ocean Legacy Foundation의 EPIC 프로
그램은 좋은 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참고자료

a) https://oceanlegacy.ca/introducing-epic/(2019. 10. 1. 검색)
b) https://epic.oceanlegacy.ca/#jet-tabs-control-1232(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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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대책 2. 대기 미세플라스틱도 규제해야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다와 강･호수, 지하수 등 수질 환경뿐만 아니라 대기 역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a) b) c) d) e)
- 미세플라스틱은 보통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 처음부터 작게 생산된 1차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쪼개져서 생기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
된다.
-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 육상과 해양을 막론하고 지구
의 수질 환경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육상 토양과 해저 퇴적물 그리고 여기에 사는 생물들도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기 역시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미세플라스틱은 가히 ‘유비쿼터스 오염물질’이라 할 수 있다.

■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은 바람에 의해 확산되며 비나 눈을 통해 지표에 도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a) b) c) d) e)
- 미국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이 콜로라도 주의 8개 조사지점에서 빗방울 샘플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90% 이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섬유 형태로
다양한 색깔을 띠었으며 비즈 같은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 총 8개의 조사지점 중 도심지역에 위치한 조사지점에서 산악지역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해발 3,159미터에 달하는 원격 산악지역인 로키마운틴국립공원의 로크베일
(Loch Vale)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비단 도심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 Alfred-Wegener-Institut) 극지해양연구센터가
독일의 여러 지역과 스위스 알프스 및 북극 등지에서 수집한 눈 샘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북극 눈 샘플에서는 유럽의 조사지점보다 미세플라스틱 양이 현저하게 적었지만 그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양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북극 빙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을 때는 오염물질이 해류를 따라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눈 샘플 분석을 통해 대기에 의한 확산이 더 주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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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 샘플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aug/12/raining-pla
stic-colorado-usgs-microplastics(2019. 10. 15. 검색)

■ 대기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및 미세플라스틱 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a) b) c) d) e)
- 이처럼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를 포함하여 지구 전역에 만연한 문제
이지만 이에 관한 지식은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현재
까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높다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물이나 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발생원인 및 이동･확산 경로 및 미세플라스틱 호흡이
생물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대기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좌미라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stehauf@kmi.re.kr/051-79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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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대책 3. 폐어구 문제 해결 시급

■ 폐어구는 해양포유류를 비롯한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a) b) c)
- UN에 따르면 조업 중 유실되거나 의도적으로 투기된 폐어구는 매년 65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국립자원보호위원회(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미국 이외의 어업 활동으로
인해 매년 65만 마리의 해양포유류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예를 들어, 지난 16년간(’03~’18년) 북대서양 참고래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43마리 중 16마리는 선박 충돌에 의해서, 절반이 넘는 22마리는 폐어구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대서양 참고래는 2037년에 멸종할 것으로 해양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는 신체 절단, 질식,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이동, 짝짓기, 먹이활동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폐어구에 갇힌 해양생물이 다른 해양생물에게 먹이로 인식
되어 이들을 유인하는 ‘죽음의 사이클(cycle of death)’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이러한 이유로 FAO는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8’에서 미래 수산물
생산을 위협하는 요소로 기후변화와 함께 폐어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일회용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나, 폐어구
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a)
- 최근 몇 년 동안 해양쓰레기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학술연
구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생수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폐어구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비닐봉지나 생수병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해서 친숙하며
해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데 반해 폐어구는 대부분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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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어구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a)
-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O가 자발적 어구표시제를 권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그러나 해변쓰레기 수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또는 쓰레기 분리 배출 등과는 달리 폐어구
문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관련 업체 또는 조직 그리고 어업인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반시
민들의 관심은 이러한 노력에 지속력과 추동력을 부여해 줄 수 있다.
-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폐어구 수거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폐어구를 재활용한 상품 소비,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소비 등 일반시민
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좌미라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stehauf@kmi.re.kr/051-79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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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대책 4. 선박쓰레기 해양배출 규제 강화

■ 선박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해양 기인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으로 국제해양오염
방지협약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a) b)
-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을 기준으로 크게 육상 기인과 해양 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주로 강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주로 낚시와 양식 등
어업활동과 선박에서의 불법투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가 전체의 약 80%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해양 기인 해양쓰레기 중 특히 선박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는 1973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특히 원격 무인도서에서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통항 선박에서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 c)
-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 무인도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율이 두드러
지고 있다.
- 남대서양 중서부에 위치한 원격 무인도서에서 30년 이상 진행된 장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율은 다른 종류의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앞질렀으며 대다수는 플라스틱 물병이었다.
-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는데, 제조일자가 최근 2년 이내로, 이는 육상에서 유입되어서
해류를 타고 이 섬까지 이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중국과 남미 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서 투기된 것으로 이 연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 연안에서는 어선의 75%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쓰레기 불법 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여전히 해양쓰레기 오염의
주요 원인 제공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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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항만 수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련 주체
들의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b) d) e)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IMO는 2018년 말에 선박으로부터의 플라스틱쓰레기 해양투기를
2025년까지 근절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에 따르면 선박 배출 쓰레기
저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인 항만의 선박쓰레기 수용시설의 수준이 항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비용체계도 달라 이용에 한계가 있다.
- 또한, 해상에서의 불법 투기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한계가 있으며, 투기된 쓰레기를 특정 선박과
연계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 선박 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절한 수용
시설 확충과 함께 선원들의 쓰레기 투기 현황과 원인 분석,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미라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stehauf@kmi.re.kr/051-79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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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해양포럼 개최

■ EU는 국가간 협력 기반의 연안･해양 관리를 위한 해양 지역포럼을 개최했다.a) b) d)
- 9월 30일, 유럽 위원회와 독일은 첫 해양 지역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가 참여하여 해양 관리에 필요한 지역적 관점을 다루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EU는 자원 관리, 환경 보호 또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지역 해양정책 수립의 중점 요소로
강조하고 있으나, 건강한 해양환경과 미래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에서 지역 수준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 지역의 해양 관리에는 다양한 국가가 협력하는 공동의 전략･행동이 필수적이다. 이에 2년 전 몰타
에서 열린 해양회의에서 EU와 독일이 해양 지역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베를린에서 첫 번째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목표는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Life Below Water’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활동과 이니셔티브 강화하고, 연안･해양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림 1. 2019년 해양 지역포럼 본 회의 현장

출처: https://enb.iisd.org/oceans/marine-regions-forum/2019/(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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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포럼은 ‘2020년 이후의 건강한 해양을 위해, 지역 해양 거버넌스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a) c)
- 세부 세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해양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해안 및 해양
관광개발, SDG 14 이행을 위한 지역적 프레임워크 강화, 정책 발굴･집행을 위한 해양지식 통합
관리의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리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상호연결성 필요하다.a)
- 해양 지역포럼은 공식적인 협상의 형태를 벗어나 행위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많은 사회･환경 과제들의 상호연결성을 감안할 때, 사일로식 사고처럼 고립된 사고방식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UN의 2030 아젠다 실행에 적합하지 않다.
- 이번 베를린에서는 약 200명의 참가자들이 ‘Life Below Water’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경험을
교환하고 공통의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자연･사회 시스템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ife Below Water’ 외 다른 아젠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된 것이 특징
이다.

■ 해양지역 포럼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요한 해양 관련 국제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
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a)
- 최근 IPCC에서 해양 및 극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가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또한, 2020년 6월 제2차 유엔 해양회의에서는 SDG 14의 이행을 점검하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년)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이 같은 국제회의에서 지역 차원의 논의를 추가하면 개별국가가 기울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최된 해양 지역 포럼은 유럽이 직면한 해양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a) c) e)
-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으므로 신속한 의제 이행을 위한 지역적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해양문제가 국제 정치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의 강력한 해양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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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해양지역 포럼은 해양 거버넌스에 필요한 지역적 관점을 제시하고 국경 간, 학제 간 협력을
촉진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생산적인 해양환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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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Our Ocean Conference에서 해양혁신 합의
■ 유럽연합은 우리바다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서 22개 항목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다.a) b)
- 유럽연합은 10월 23~2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회의 ‘Our Ocean Conference’
에서 해양 거버넌스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22개의 새로운 합의안을 발표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해양수산국장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과 협력하여 잠정적인 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 이 같은 합의내용은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의 달성, 특히 유엔 SDG 14의 달성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이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들어 있다.

■ 해마다 우리 바다 컨퍼런스는 정부, 기업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c)
- Our Ocean Conference는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모두 77개
항목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작년 발표된 내용의 50%를 포함할 경우 유엔이 정한 목표 80%
정도를 이행하는 수준이다.
- 특히 2017년 유럽연합이 몰타에서 주최한 회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지원과 해양 행동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9년 회의는 해양보호, 해양오염, 기후변화의 영향, 지속가능한 어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의 경우 예산 5억 4,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해양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주요 해양 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
- 22개 항목의 유럽연합 합의는 기후변화, 지식기반의 강화, 혁신의 추진, 유럽 내외의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촉진을 위하여 5억 4,000만 유로의 예산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행동강령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연합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따라 2억 5,000만 유로를 지속가능한 어법
에 대한 이해도의 향상과 해양오염 문제의 해결, 선박 운송 및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 향상에 투입한다.

44 |

- 또한, 친환경 운송(Green Shipping)을 촉진해 해양환경 오염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촉진을 위하여 1억 유로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 극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의 이해를 위해 약 1,280만 유로가 배정되는 등 해빙과 기후 모니터링
에 관한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 회의로 유럽연합은 글로벌 해양 선진국으로 세계무대에서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a) b) c)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카르메누 벨라(Karmenu Vella)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의 지속가능성은
국제적인 해결과 조치가 필요한 세계적 과제이므로 해양 거버넌스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유럽연합은 이 같은 합의와 별도로 10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들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The Ocean Tracker’라는 새로운 대화형 프로젝트로 시작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2019 Our Ocean Conference가 유럽연합의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보완하여, 세계 해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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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9_6131(2019.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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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케냐에 블루 이코노미가 꽃피다

■ 케냐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e)
- 최근 케냐 대통령 우후루케냐타(Uhuru Kenyatta)는 “국가 토지 자본의 축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케냐는 국가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블루 이코노미를 고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 내의 블루 이코노미 확산과 발전을 위해 케냐의 해양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해 성공리에 개최되었던 나이로비 컨퍼런스는 블루 이코노미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을 시작한 첫 단추였다.

■ 케냐는 작년 말 수도 나이로비에서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컨퍼런스’를 개최한바 있다.a)
- 케냐는 공동개최국이었던 캐나다 및 일본과 함께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세계 첫 컨퍼
런스를 개최했다.
- 이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와 2030년 의제’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으
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컨퍼런스, 2017년 UN 해양 컨퍼런스 ‘Call to Action’이 계기가 됐다.
-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생산성 및 탄력성을 복원 및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및 청정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경제를 일컫는다.

■ 당시 케냐 대통령은 “블루 이코노미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 c)
-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를 위한 블루 이코노미의 잠재력 활용 방안’, ‘경제
발전과 해양의 조화’,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케냐 대통령은 “각 국가들이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모델과 완전히 다른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며, 해양은 지구의
공유재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원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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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컨퍼런스에서는 62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d)
-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나이로비 성명서’가
나왔으며, 62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다양한 내용을 선언에 담았다.
- 이는 해양 보호,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리, 해상 안전 및 보안, 수산 개발, 인프라, 생물의 다양성
및 기후변화, 기술적 지원, 민간부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블루 이코노미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해양수
산정책을 도출해야 한다.f)
- 이와 관련하여 올해 12월에는 OECD 수산위원회(The OECD Committee for Fisheries)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UN SDGs 14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UN 해양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 세계적으로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블루 이코노미의
관점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책을 도출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아젠다인 블루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자원 고갈, 심각한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이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해양국과의 협력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성은 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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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8차 북극 대표 회의 개최

■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8차 북극이사회 회원국, 옵서버 국가, 과학계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 러시아 연방 안보위원회(Russia Federation Security Council)는 북극 지역의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북극 이사회 회원국, 옵서버국 및 과학계 대표와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제8차 회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니콜라이 파트루세프(Nikolay Patrushev)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북극이사회와 옵서버국가 및 과학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 러시아는 북극 이슈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 의지를 대외에 보여주었다.
- 러시아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국가안보실장은 매년 회의 참석자 및 의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
하고, 북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부, 극동북극개발부, 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
경제개발부 등 북극정책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소브콤플로트, 로자톰, 로스네프, 가즈프롬, 노바텍
등 북극 자원 및 인프라 개발 핵심 국영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북극자원‧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북극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대외에 알렸다.

■ 해외 참석자들은 북극에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협력 의제로 밝혔다.
- 한편, 참석자들은 북극에서의 안정적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북극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악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북극이사회 고위급관리(SAO) 의장인 아이슬란드의 아이나르 군나르손(Einar Gunnarsson)는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 테로 바우라스테(Tero Vauraste) 북극경제이사회 부의장은 러시아 GDP의 15%이상이 북극지역
으로부터 생산된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북극 개발 관련 많은 기업들이 북극경제 이사회에 가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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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북극 원주민들의 언어, 지식 등의 보존을 위한 노력 및 원주민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강조되었으며, 북극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중요한 협력 이슈로 논의되었다.

■ 러시아 북극정책 추진과 북극협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는 2019년 2월, 기존의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하고, 북극 업무를 전담할
차관직을 신설하였다. 2024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을 8,000만 톤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약 181조 2,000억 달러를 투자해 북극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연계한 북극정책 추진, 북극항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은
우리나라의 新북방정책 및 북극정책 추진과 연계해 양국 간 경제적 협력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 반면, 러시아와 미국과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북극의 질서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처럼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의 북극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러시아와의 북극협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민수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guan72@kmi.re.kr/051-797-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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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新 북극정책 발표

■ 캐나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새로운 북극 및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a)
- 캐나다 정부는 2016년부터 새로운 북극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연방정부 외
3개 자치정부, 25개 이상의 원주민단체, 3개 지방정부 등이 수립과정에 참여한 결과 지난 9월
‘캐나다의 북극 및 북방 정책 프레임워크(Canada’s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가
발표됐다.
- 새로운 북극정책에는 총 8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① 지속가능하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 경제
② 복원력 있고 건강한 캐나다 북극 및 북부 원주민 사회
③ 안전하고 잘 방비되어 있는 캐나다 북극 및 북부 지역과 사람들
④ 타 캐나다 지역의 인프라 수준과 괴리가 없도록 강화된 인프라
⑤ 북극의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기반 국제질서
⑥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⑦ 건강하고 복원력 있는 캐나다 북극 및 북부지역의 생태계
⑧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회 간 존중을 기반으로한 관계를 형성하고 민족자결권을 지원하는 화해 과정
- 향후 캐나다 정부와 파트너들은 북극정책을 공동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이다: 1) 정보 공유 및 프레임워크 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수립 2) 새로운 투자와
기타 경제 및 규제 수단이 어떻게 프레임워크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이행계획 수립

■ 캐나다 언론과 학계 야심차게 발표한 新 북방정책 비판하다.b) c)
- 캐나다 총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하루 전, 현재 여당인 진보정권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신
북방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몇몇 캐나다 언론은 신 북방정책의 첫 구절이 이전 보수 정권의
2009 북방정책과 2010 캐나다 북극외교정책 성명서와 논조가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 캐나다 학계에서는 이번 북방정책이 지난 2017 주정부 군사정책과 같이 명확한 부서별 책무와
예산소요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이전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총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표한 것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신 북방정책은 로드맵(Road Map)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북극정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알맞은 실행계획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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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본격적으로 과학연구와 지역산업 개발에 투자하다.d) e)
- 캐나다 정부는 누나부트 캠브리지만에 새 북극연구기지를 개소하였다. 연구기지는 중앙연구동, 현장
연구관리동, 숙소동으로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건설된 북극과학기지는 최대 45
명의 방문과학자 및 연구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 협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연구기지 건설에 총 2억 4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향후 5년간 북극 과학
기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6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 캐나다는 누나부트 지역에서 아연과 같은 비금속 채굴 사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결정하
였다. 슬레이브 회랑사업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슬레이브 지역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및 수심이 깊은 심해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캐나다 정부 및 자치정부 2곳과 키틱미옷 이
누이트 협회(KIA)이 공동으로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경호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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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극서클총회, 국제협력 통한 기후변화 대응 촉구

■ 180개 세션과 700여 명의 강연자, 60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한 북극서클총회는 세계
에서 가장 큰 북극 이슈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a)
- 그림슨 북극서클의장(아이슬란드 전 대통령), 아이슬란드･핀란드･그린란드 총리,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 등 60개국의 약 2,000여 명이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를 찾았다.
- 각국 대표들은 북극의 환경, 에너지, 안보, 개발, 협력 등 다양한 이슈를 언급하였고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은 북극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기후변화를
두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금년 북극서클 총회에는 미 에너지장관, 그린란드 총리, 미러 지방정부(알래스카, 야말, 무르만스크)
고위인사 참석, 일본과 중국의 대표단 규모 등가 등 참석자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바, 북극
관련 국제포럼 중 가장 크고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한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란드는 이번 총회의
‘뜨거운 감자’였다.b)
- 그린란드 총리 킴 키엘슨(Kim Kielsen)의 개막식 연설 후 이어진 청중들과의 질문에서 블룸버그 기자
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와 관련해 실제 그린란드의 가격을 계산해 본적이 있는지 물었다.
- 이에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돈과 교환할 수 없다. 우리는 가격이 없다.(You cannot exchange
Greenland for money. We do not have a price)”라고 대답하며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 이 외에도 수많은 본회의와 분과세션에서 그린란드와 미･중･EU 외교 관계, 독립문제, 비즈니스
참여, 연구･교육 협력 방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 그린란드는 세계 각국의 투자와 비즈니스 참여,
국제협력을 요청하였다.

■ 미국의 전･현직 국무 장관의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북극개발과 보호를 둘러싼
북극권 국가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b) c)
- 모든 인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때, 릭페리(Rick Perry) 미 에너지부 장관은
기후변화 보다는 북극의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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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에 대한 쏟아지는 질문을 예상한 듯 릭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은 청중들과의 대화 없이
빠르게 연단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2019 Arctic Circle Award에서 기후변
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수상 소감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한편 북극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이슬란드 총리인 카트린 야콥스
도티르(Katrin Jakobsdottir)는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은 반면 핀란드 총리인 안띠 린네
(Antti Rinne)는 “No” 라고만 짧게 대답하였다, 북극 개발과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이번 총회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슬기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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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덫, 지중해가 보내는 지구 재난 신호

■ 지중해는 세계에서 플라스틱 오염도가 가장 높은 해역의 하나이다.a)
- 지중해에서 관찰되는 폐기물의 95%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오염물질은 주로 터키와 스페인에서
발생하며, 이탈리아, 이집트, 프랑스가 그 뒤를 잇는다.
- 유럽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플라스틱 생산지역으로, 15~50만 톤의 일반 플라스틱과 7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그림 1. 지중해 플라스틱 트랩(Plastic Trap)

출처: out of the plastic trap saving the mediterranean from plastic pollution.pdf(p.11)(201
9. 10. 14. 검색)

■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중해의 플라스틱 문제를 6대 환경비상사태에 포함시켰다.a)
- 지중해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폐기물(60~95%) 중 80%는 육지에서, 20%는 해양(어업, 수산, 해운
활동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지중해 안 5㎜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북태평양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섬”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납･젤･이쑤시개에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각질 제거제와 합성섬유 등에서 발생하며 해양 환경을 넘어 인간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지중해뿐만 아니라 매년 세계 바다에 유입되는 1,000~2,000만 톤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해양생태계
피해는 연간 약 1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어획량 감소와 선박 피해를
일으켜 EU 어선에 연간 617만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관피해로
관광객 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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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6개국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세계자연기금(WWF)은
‘플라스틱이 없는 지중해’ 권고안을 제안했다.a)
- 이탈리아: 매년 약 210만 톤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데, 그 중 재활용은 41%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목표량은 26%이며 폴리카보네이트, 비스페놀 A의 사용제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화장품, 플라스틱면봉 생산 및 마케팅이 금지된다.
- 스페인: 연간 약 384만 톤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며 약 38%가 재활용된다. 스페인은 플라스틱 매립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EU의 폐기물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및 포장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Islands)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전면 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 매년 2~4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소비되며 플라스틱의 22%만을 재활용한다.
현재 비닐봉지 사용 금지조치를 시행 중이며, 면봉 사용은 2020년에 금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플라스틱 달성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 그리스: 매년 약 660만 톤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이 중 20%를 재활용한다. 202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국가 고형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플라스틱 포장 6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인해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 터키: 연평균 124만 톤의 플라스틱이 소비되고(2015년) 약 40%가 재활용된다. 터키는 2019년까지
비닐봉지 사용을 1인당 90개, 2025년까지 40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비닐봉지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 크로아티아: 2016년에서는 5만 4,744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사용되었고, 절반 미만이 재활용되었
다. 미세플라스틱과 폴리스티렌 조각이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해양･연안 관리전략 및 법률로 해양
쓰레기를 관리한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까지 해양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황재희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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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 of the plastic trap saving the mediterranean from plastic pollution.pdf(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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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구팀, ‘해안인근 거주자 정신질환 비율 낮다’

■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a) b) c) d)
- 영국 엑서터대학교(University of Exerter)는 자연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연구팀이 해안근접성과 정신건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 이 연구는 영국 해안에서 0-1km 미만, 50km 이상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2만 6,000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이 자료로 정신건강과
해양환경 노출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 해안에 가까이 거주할수록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다.a)
- 설문조사에서는 영국의 성인 6명 중 1명은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실질환을 앓고 있으며, 해안
에서 0-1km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안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정신
질환의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 한편,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은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
났고, 해안근처에 거주하는 것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그림 1. 가계소득에 대한 해안근접성(50km기준)과 정신건강의 관계

출처: White, Mathew P., et al. "Coastal proximity, health and well-being: results from a
longitudinal panel survey." Health & place 23 (2013): 97-103.(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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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저소득층이면서 바다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슷한 수입을 가지고 도시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에 비해 정신질환이 걸리는 비율이 낮았다.

■ 해안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b) c) d)
- 연구팀은 해안에 가까이 거주하는 것과 정신건강 향상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히지 못했으나, 바닷
가를 따라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녹지 공간과 비슷하게 정신적인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안 근접성과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가 저소득층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안이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자원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밝혀냈다.
- 따라서 도시 정책을 계획할 때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바다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해안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세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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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LNG 연료 선박 주문 가속화

■ 제16회 유럽항만기구(ESPO) 2019 연례회의1)에서 항만과 선박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a)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실시한 제3차 온실가스 연구에 따르면, 해상 운송이 매년 약 9억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며,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에 해당한다. 또한, 해운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파리기후협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소시켜 무탄소(Emission zero)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O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목표달성이 힘든 실정이다. 항만과 해운업계는 기존 선박의 리모
델링과 친환경적인 선박 개발을 비롯하여 대체 연료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의 마틴 스탑포드(Martin Stopford) 사장은 2019 ESPO 컨
퍼런스에서 해운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즉, 저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운송수단 선택, 선박의 속도 감속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의 개발이다. 최종적으로
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LNG연료 선박의 주문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b)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 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료 중 하나가 액화천연가스(LNG)이다.
- 클락슨 리서치는 LN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주문량이 세계 선박의 30%를 돌파함에 따라 더
많은 LNG연료 선박이 수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클락슨 리서치의 스티븐 고든(Stephen
Gordon)전무는 LNG가 현재 대부분의 새로 건조하는 대형선박의 연료 중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 2019 ESPO conference, Livorno, 23-2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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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한, "과거보다 35% 더 많은 화물과 60% 더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 운행 중이라도운항하더
라도 전 세계 선박의 연료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은 2008년(10억 톤)보다 오늘날(기준 연도)(탄소
8억 2,000 톤)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선박 운행속도를 15∼20% 감속한 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인 주요한 요인이다.
- IMO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나, 대다
수의 선사들은 저유황유 사용 확대와 스크러버 장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 LNG 연료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적지만 불연소 메탄으로 인한 메탄슬립(Methane slip)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메탄올, 수소,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 합성 메탄과 원자력
발전 등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도경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dklee@kmi.re.kr/051-79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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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인구 이동 추세에 국제적 대응 필요

■ 해수면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30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a)
-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지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1960년대부터 해수면 상승은 꾸준히
발생하였고, 1990년대부터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남반구
소도서 국가에서는 현재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으며, 향후 그에 따른 피해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연간 해수면 상승 및 가속화 추세

<연간 해수면 상승>

<연간 해수면 상승 가속화 추세>
출처: https://www.carbonbrief.org/global-sea-level-rise-began-accelerating-30-years-earlier-than-previously-thought
(2019. 10.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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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국가에 대한 피해와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b)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국가 및 연안도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대표적인 국가로 방글라데시를 들 수 있다.
- 방글라데시는 계절별 해수 범람에 따른 대응책으로 연중 일부는 농사를 짓거나 양식 활동을 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금세기
말에는 방글라데시 인근 해수면이 1.5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라면 계절별 해수면
차이는 극심해져 현재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피해 발생, 비정상적 만조수위 상승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경제학자 조이스 첸(Joyce Chen)은 방글라데
시에서 해수 범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첸은
현재 방글라데시 경제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및 이주
추세가 경제적 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안인구의 이주 추세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c)
-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패턴은 다양하다. 먼저 인구 이동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주로 구분
가능하며, 이와 같은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개인역량, 법제도 등의 외부적 요인과
기후변화의 직접적 요인 등과 같이 다양하다.
-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압력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이혜영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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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확대해야

■ UN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a)
- 과학자들은 해양보호구역(MPA)이 해양산성화, 해양열파, 남획 및 오염으로부터 위협에 직면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MPA가 실제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보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UN이 MPA를 규제하는 방법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어떤 제재를 가할 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14년에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세계 해양의 30%를 MPA 네트워크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으나
현실적으로는 2020년까지 10%를 보호하려는 UN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계 해양의 2.2% 만이 상업 활동에서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4.8%만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 MPA는 엄격한 규제로 대부분의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역에 설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 연합에 등록된 727곳의 MPA 중 432곳에서 어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문가가 MPA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a)
- 먼저, MPA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MPA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국 오레곤 주립 대학교의 생태학자는 국립 해양대기청
(NOAA) 출신 동료 교수와 MPA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 다음으로 자원, 직원, 장비에 투자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단순히 책정할 예산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MPA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a)
- 전문가들은 개선된 위성 기술을 이용하여 MPA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인공지능과 위성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불법 어업이 횡행하는 해역을 식별할 수도 있다.
청소년 대상 환경 활동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세계 해양 보호에 대한 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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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탐험가는 영국, 칠레, 세이셸 군도, 팔라우 등이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히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해양생물의 대량 멸종과 미래
식량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MPA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다는 기후변화의 희생자이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빈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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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죽은’ 산호들이 다시 살아나

■ 세계 산호초 절반이 기후변화로 훼손되고 있다.a) b)
- 바다는 오랫동안 인류가 배출하는 위험한 온실 가스의 가장 큰 완충제 역할을 해왔다. 지표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온실가스 증가로
상승한 지구 표면 열에너지의 90%를 흡수하여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따뜻해졌다.
- 해수온도 상승에 민감한 산호는 물이 너무 따뜻해지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공생조류(Symbiotic
algae)를 잃게 되는 표백(bleaching)이 진행된다. 산호가 심하게 표백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산호초 절반이 이미 파괴되어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UN-IPCC)에 따르면, 현재의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상태를 고려할 때
2016년 파리 협약에 명시된 대기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억제하더라도 대부분의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산호초가 지역적 혹은 국지적 멸종과 같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 대보초(Great Barrier Reef)를 포함한 세계 산호초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흔히 쿠션
산호(Cushion coral)로 알려져 있는 멸종 위기종, Cladocora caespitosa는 지금까지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징후도 찾지 못할 만큼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산호초의 자연적 복원 사례 발견으로 과학적인 복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
다.b) c) d)
-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the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의 Diego Kersting 교수와 Cristina
Linares 교수는 16년 동안 지중해의 C. caespitosa 군락을 관찰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열 손상을
받아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산호들 중 일부가 재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가운데, 몇몇 개체들은
거의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다.
- 일부 산호들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물에 노출되었을 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로는, 산호의 폴립(polyp)1)이 수축하여 산호초 군락의 단단한 뼈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주변 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서식, 성장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 연구진은 C. caespitosa이 고수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폴립이 수축하여 산호 뼈대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해파리･관해파리･산호 등과 같은 자포동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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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 그 단단한 산호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환경상태가 나아지면
산호 특유의 촉수 형태인 이 작은 폴립이 다시 자라나게 된다.

그림 1. Cladocora caespitosa의 재생 과정

출처: Kersting, Diego K., and Cristina Linares. "Living evidence of a fossil survival strategy
raises hope for warming-affected corals." Science Advances 5.10 (2019): eaax2950.

■ 산호의 회복 능력을 고려한 보전･보호 방안 구상이 필요하다.c) d)
- 최근 미국 연방 해양대기청(NOAA)의 산호초 보호 프로그램은 국제 연구와 미국 7개 지역의 산호초
보호 국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9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예산으로 진행될 보전
프로젝트와 연구는 산호초에 대한 주요 위협, 즉 지구의 기후변화, 육지에 기반을 둔 오염원,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원금은 손상된 산호초를 치유하고
복원하기 위한 활동에도 지원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명확히 밝혀진 유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보전 및 보호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서 연구결과처럼 산호의 적응･회복 능력에 대한 연구와
이를 고려한 보호 정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 산호의 재생 능력은 화석을 조사하며 발견되었던 폴립이 재생될 때 형성된 작은 골격 구조물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추가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현생 산호의 재생 능력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따라서 Kersting과 Lineres 교수의 연구 결과는 현생 산호의 재생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 C. caespitosa 뿐만 아니라 다른 산호들도 각기 서로 다른 생존 전략들을 갖고 있지만, 세계 산호
초들을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Kersting 교수는 온난화가 현재 추
세대로 지속된다면 이들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라 말하면서 다른 취약 지역들에서도
위와 유사한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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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제임스 쿡 대학(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의 Gergely Torda 박사도 산호의 특별한
생존 능력이 현재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시나리오에서 큰 효과를 보이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함께 환경 보전의 역할을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산호의 자연재생능력에 기초한 적응과 순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산호생물의
생존 기회가 커진다.

박재영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센터 연구원
(jay.park@kmi.re.kr/051-79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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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갈등의 기원과 미국의 대응

■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관계는 양국의 비전, 열망,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있다.a)
- 10월 1일 미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는 브루
킹스 연구소 행사에 참가하여 최근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관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그는 우선 미국은 미중 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 다른 열망, 그리고 지역 안보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국 간 경쟁 관계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 다시 말해, 미국은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공정하고 자유롭고, 상호적인 무역,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및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원한다는 것이다.
- 이에 비해, 중국은 권위주의적 모델과 국가의 목표에 합치되는 세계를 구상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군사적 능력을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압도
적인 강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 미국의 對중 대응전략을 기존 질서 내 미국의 지위 유지, 중국 억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라고 정리했다.b)
- 그는 또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었다.
- 첫째, 미국은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증진시키고 지원하며 보호하려는 지역 및 국제
체제 내에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질서에서 파생된
제도, 규칙, 그리고 규범이 지난 수 십 년간 평화를 촉진해 왔다고 믿고 있다.
- 둘째, 중국을 압도하려 하기보다 미국의 군사전력 자체가 미군에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미중 대결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즉, 미군의
목표는 중국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러한 억지 능력을 유지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우세한 역량을
보인다는 의미다.
-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국과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기타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진출에 맞대응하여 유사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행동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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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는 이러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중 한미일 삼각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장치로 보고 있다.c)
- 한편, 존 로드(John C. Rood)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9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행사에 참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더욱 견실한 집합체 및 공동군을 조성해야 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이 그 중추에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한국 측에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해
야 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 이어서 그는 한미일 3국 관계와 관련하여, 근래 한일 양국 간 정치･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양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며, 미국은 한일
양국이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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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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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모리셔스-몰디브 간 해양경계획정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
■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되
었다.a) b)
- 2019년 9월 24일 모리셔스와 몰디브는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른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에 부탁하는 내용의 특별협정과 통고를
ITLOS에 제출하였다
- ITLOS는 9월 27일 백진현 재판장 이외에 6명의 재판관 즉, Luis Jesus(카보베르데), Jean-Pierre
Cot(프랑스), Shunji Yanai(일본), Boualem Bouguetaia(알제리), Tomas Heidar(아이슬란드),
Neeru Chadha(인도)와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judges ad hoc)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
하였다. 몰디브는 Mr Bernard Oxman을 임시재판관으로 지명하였고, 모리셔스 측은 현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ITLOS 규정(Statue of the ITLOS) 제15조 제2항 재판소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에 회부된
특정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판부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
판소가 결정한다.

■ 모리셔스가 제기한 이 사건은 6월 18일에 중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그 후 양국은
ITLOS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a) b)
- 9월 17일 모리셔스와 몰디브 측은 백진현 ITLOS 소장이 주재한 협의절차에 참석하여 이 분쟁을
ITLOS 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ITLOS 특별재판부로 이전하는데 합의하였다.
- 이 협의절차에서 양국은 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양 당사국의 승인 하에 ITLOS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재판부는 9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다루기 위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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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ITLOS의 판결 경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판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은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가나-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이어 ITLOS에 회부된 세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ITLOS의 판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건이므로, 향후 재판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특별재판부로 사건이 회부되는 것이 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가나코트디부아르 간 사건에 이어 특별재판부에 회부되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통해 사건을 개시한
양국이 백진현 소장과 협의 이후 ITLOS 특별재판부로 사건을 이관한 배경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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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itlos.org/…/press_releases_english/PR_293_en.pdf(2019. 10. 9. 검색)
b) https://www.itlos.org/…/cas…/C28_Order_2019-4_27.09.2019.pdf(2019. 10.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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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열병식 앞두고 남중국해 항모전단 훈련

■ 미국 해군은 중국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앞두고 남중국해서 항모전단
훈련을 실시했다.a)
- 중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며, 중국은 이 날을 기념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개최와 최첨단 무기 공개를 계획했다.
- 이에 앞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USS Ronald Reagan)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동북쪽 해상에서 항모전단 훈련을 실시했다.
-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여러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지역이다. 최근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확장해오자 미국은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 이와 별도로 미국 공군은 열병식 다음날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 미국 해군의 남중국해 항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작전
이다.b) c)
- 리안 몸슨(Reann Mommsen) 미국 해군의 제7함대 대변인은 로널드 레이건 호의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이 훈련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작전의 하나라고 밝혔다.
- 이 훈련에는 해상 목표 타격 작전, 수색 및 구조 작전, 고속 공격정(Fast Attack Craft, FAC) 방어
작전, 해상 차단 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훈련을 주도한 조지 위코프(George Wikoff) TF70 사령관은 미군의 존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러한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압도적인 세력을 통해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 중국은 미국 해군의 남중국해 훈련이 해당 지역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d)
-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군사행동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했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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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중국 주변 수역에서 군함을 동원해 중국과 중국군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행동은 중국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의 해양패권을 장악하려는 상호 견제는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했다.b) c) d)
- 그동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군함 1척이 동원된 것에 비교하면, 이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항모전단이 투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점차 대외적인 영향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 외교적･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간의 상호 패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분석했다.
-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계속되는 무역전쟁은 이러한 상호 견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소연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sykim@kmi.re.kr/051-79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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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해양안전보장 심포지움 개최

■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설립한 해양정책연구소가 해양안전보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인도퍼시픽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a)
-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설립한 해양정책연구소(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OPRI)는 ‘우리의
해양 안전보장과 향후 해상 방위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해상방위의 현장실무경험을 가진 현직
자위관, 수교회 회원, 해양안전보장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심포지움을 7월 22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9월 22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 OPRI 아이자와 테루아키 특임연구원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퍼시픽 전략’(FOIP)이 아베정권의
외교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용어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퍼시픽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의 가와시마 마코토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선진국이 형성해
온 세계질서를 수정하는 질서,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질서로 평가하고, 일본의 FOIP와의 연계
가능성을 중국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유화적 입장의 발표를 하였다.
- 해상자위대 데라다 히로유키 1등 해좌는 영국과 FOIP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FOIP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을 위하여 논의하였다.

■ 심포지움 개최의 배후에는 일본재단 및 그 산하기관인 사사카와 평화 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 일본재단은 일본의 최대공익재단으로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서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립
자인 사사카와 요헤이는 극우 정치인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다.
- 일본재단과 산하기관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나, 사사카와 평화 재단 등 여러 산하 기관을
통하여 국내적･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회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해양정책연구소(OPRI)를 설립하고 일본의 해양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 및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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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내외 교류 활동을 개최하며, 국내외 민간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국내외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일본의 정책 홍보 및 정책 연구 등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 일본재단 및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일본의 국내 정책 형성 및 대외 일본의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극우정치인이 설립한 일본재단이 지속적으로 해양정책 및 일본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들과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와의 연동 관계에 대해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일본 정부 및 사회의 우경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일본 전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
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지현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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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spf.org/spfnews/information/20190920.html(2019. 9. 22. 검색)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 9월 27일, 일본 방위성은 2019년도판 방위백서를 발간･공개하였다.a) b)
-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과 방위대책, 미일동맹 및 안전보장협력 등 일본 방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매년 공개되고 있다.
-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에서 결정된 신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미국･중국･북한･러시아의 동향 및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군사기술영역의 동향을 담고 있다.
-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을 통한 실효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방위백서 내용 및 그림 자료에서 독도의 명칭을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표기하였으며,
방위협력국가 중 한국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a) b)
- 방위백서 내용 중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 부분에서 2019년 7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와 조기경계관제기의 영공침해에 한국전투기가 경고 사격했던 사실을 기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했음을 밝혔다.
- 이때 ‘다케시마 영해 상공 침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공역경계감시구역 및 방공식별구역을
나타낸 그림 자료에서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또한, ‘각국과의 방위협력 및 교류국가’ 부분에서 타 교류국가들과의 협력사항은 긍정적으로 소개한
반면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여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 구체적으로 2018년 국제관함식에서의 자위기함 문제, 초계기 저공비행문제, 2019년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언급하여 양국 간 협력사항보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방위협력국가 소개 순서에서도 지난해에는 2순위로 기재되었던 것이 올해는 4순위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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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해‧공역경계감시구역 및 방공식별구역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부분

출처: 2019년 방위백서,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9/pdf/R01030102.pdf(2019. 10. 15. 검색)

■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행위가 지속될 것이므로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방위백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일연계는 중요하나 한일관계
악화는 강제징용노동자 대법원판결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고 발언하
였다.
- 한일관계 악화국면이 일본의 외교･방위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일본은 이미 지난 15년 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자료를 통한
직간접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해마다 정례화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쟁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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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index.html(2019. 10. 15. 검색)
b)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9/pdf/index.html(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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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사이프러스,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 분쟁 심화

■ 터키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수역과 중첩되는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감행했다.a) b)
- 2019년 10월에 열린 터키 에너지 서밋(Turkey Energy Summit)에서 파티 돈메즈(Fatih Donmez)
터키 에너지 장관은 사이프러스 섬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가스전을 개발했으며, 시추선 Yavuz가
세 번째 가스전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동지중해 가스전의 매장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발견된 가스전 중 주목할 곳은 이스라엘 근해에서 2009년과 2010년에 확인된 Tamar(282 십억평
방미터(bcm)와 Leviathan(621bcm) 가스전, 사이프러스에서 2011년에 발견된 Aphrodite(128bcm),
이집트 Zohr(845bcm)이다.
- 터키는 북사이프러스와의 합의에 따라 터키 석유공사(TPAO)가 사이프러스 주변 해역의 가스전
탐사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사이프러스 주변 해역 가스전 분포도

출처: https://ahvalnews.com/eastern-mediterranean/eastern-med-gas-body-big-step-wheres-turkey-fp
(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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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는 사이프러스 주변 해역을 분쟁수역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c) d)
-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유엔 및 EU 회원국이며, 이집트(2003년), 레바논(2007년), 이스라엘(2010년)
등 주변 국가와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협정을 체결했다. 북사이프러스(TRNC)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지만 터키만 국가로서 인정했으며, 2011년 북사이프러스와
대륙붕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 2018년 2월 터키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이탈리아 Eni사에 개발 양허한 블록 6 내 Calypso 가스
전에 군함을 파견하여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심지어 이 해역의 가스전 개발을 지속할 경우 터키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안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19년 7월 터키가 동지중해 가스개발을 강행하자 유럽연합(EU)은 터키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하고,
터키와의 종합항공운송협정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는 한편, 당분간 EU와 터키 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분단국이라는 상황과 주변국의 개입으로 자원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동지중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
- 터키는 북사이프러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이프러스 공화국에게 북사이프러스와
중첩되는 해역에서 개발하는 에너지 자원의 이익은 북사이프러스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 사이프러스 공화국과 북사이프러스는 현재까지 동지중해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협상을 추진한 전
지역의 불안을례가 없다. 오히려 터키가 북사이프러스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동지중해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이프러스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주형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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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79

글로벌 생선 참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

■ 글로벌 생선 참치는 이제 흔하지 않을 수 있다.a) b)
- 초밥, 롤에서 샌드위치, 통조림까지 다양한 음식에 이용되는 참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규모화 된 현재의 참치어업으로 인해 향후 참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대학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 ralia)대학의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1950년부터 2016년까지 60년 동안 참치 어획량이 1,000% 증가하였
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어획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참치는 앞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 예를 들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참다랑어는 1960년대 참치 어획량의 약 36%를 차지했
지만 현재는 약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참치어업의 어장은 지금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a) b)
- 동 연구에서는 참치어업의 규모 확대로 인해 매년 660만 톤의 참치가 어획되고 있으며, 현재 새
어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빠른 속도로 참치가 어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1950년대 참치는 주로 동태평양의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해안과 서태평양 주변의
제도에서 어획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적도를 따라 대부분의 온대성 해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모든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참치를 어획하고 있다고 한다.
- 참치 보존 프로젝트의 관계자는 참치가 어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참치가 이동하는 곳은 곧 다시 어장이 되어 어획에서 피할 길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치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에 참여하는 100여 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a) b)
- 동 연구진은 현재 참치어업과 어획량에 대한 자료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대서양참
치보존위원회(ICAAT),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참치와
관련된 5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의 참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는 참치어업 관련 자료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관측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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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구 참여자는 참치를 미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과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참치어업에 참여하는 조업국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참치자원 고갈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 강화,
어업 관련 정보의 공유, 참치 쿼터 감축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치자원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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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자원 낭비 문제와 환경보호 측면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피 증가에 따른 운반, 보관상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자원낭비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아마존, 골판지 포장 상자의 단계적 퇴출 노력을 하고 있다.a)
- 전자상거래의 주요 용기인 골판지 상자는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주문이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내구성은 높이고 배송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량 용기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불투명성,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 등으로
인해 아마존은 점진적으로 골판지 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마존사는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상자 없이 선적할 수 있는
100% 재활용 가능한 1차 포장재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을 포장하는
공급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골판지 상자의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카콜라, 해양 플라스틱을 이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하다.b)
- 코카콜라(Coca-Cola)는 지중해와 해변에서 회수한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약 300개의
샘플 병을 만들었다. 코카콜라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역 사회 청소 파트너십부터 네덜
란드의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의 파트너가 협력하여 손상된 해양 플라
스틱을 식품을 포장할 수 있는 등급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에 코카콜라는 이전에는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및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과 기존 재활용
업체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향상된 재활용이 상업적 규모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2020년부터 강화된 재활용 컨텐츠를 일부 상품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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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어류 부산물을 활용한 일회용 가방을 개발하다.c) d)
- 어류 찌꺼기, 피, 조개껍질, 지느러미 및 비늘을 포함한 어류 가공 산업에서 원치 않는 많은 양이
매년 매립되고 있다. 영국의 대학생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생선 폐기물을 사용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비화가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다.
- 마리나텍스(MarinaTex)라고 하는 반투명 물질은 물고기 비늘과 내장으로 만들어지며, 음식 쓰레
기통에서 약 4-6 주 내에 분해되는 물질이다. 마리나 텍스는 실험에서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일회용 비닐 봉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보다 높은 인장 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독소를 누출하지 않아
가정용 퇴비에 적합하며 자체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 어업 부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환경을 고려한 포장재, 근본적인 기업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e)
-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적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
회수하는 기업의 청정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정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feel61@kmi.re.kr/051-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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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packagingnews.co.uk/news/coca-cola-reveals-recycled-marine-plastic-b
ottles-03-10-2019(2019. 10. 7. 검색)
c)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5m4ISKgEDw5Uc8llkdCCsPMPjAH2rAKvXt
zQHyT%E2%80%94GQqCdtN4XvmSLQ==/1152622(2019. 10. 7. 검색)
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10/01/bio-plastic-made-from-fish-scaleswins-uk-james-dyson-award/?fbclid=IwAR1AoUa2YUva1Cq-ZIbRi2XhuXOeFA0ksMzsR
II6QMatPd2NseyKISLfFgE(2019. 10. 7. 검색)
e) http://www.iwellbeing.net/?r=home&c=1/6&iframe=Y&uid=43135(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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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양한 해양수산 통계 및 지수 개발･공표

■ 중국의 해양수산 분야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 및 등록을 거쳐 관련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자연자원부와 교통운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a) b)
- 중국의 통계제도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국가통계도와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는 부문통계로 구분
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는 부문통계로서 통계청의 승인 또는 등록을 거쳐 생산된다.
- 중국은 분산된 해양행정 관리체제를 갖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 통계도 여러 부처에서 수행 및 관리
되고 있다.
- 2018년 국가해양국을 흡수한 자연자원부와 해운, 항만, 해사 업무를 관장하는 교통운수부가 해양
수산 분야 통계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중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승인･등록 통계
부처

해양수산 분야 승인･등록 통계

자연자원부

해양통계, 해양경제통계, 해도통계, 해양총생산, 자연자원종합통계,
자연자원관리통계(6종)

교통운수부

항만종합통계, 국내수상운송통계, 해상국제운송통계, 크루즈운영통계, 해사통계,
수상교통상황통계, 수상운송생산속보, 양안 해상직항통계(8종)

농업농촌부

수산통계(1종)

발전개혁위원회

물류통계(1종)

공업정보화부

조선업통계(1종)

생태환경부

환경통계(1종)

출처: 중국 산둥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박문진 박사 자문결과(2019. 9. 26.)

■ 특히 중국은 해양발전지수,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 해양인식개발지수 등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의 지수(指數)를 생산･공표해오고 있다.a) b) c)
① 중국 해양발전지수(中国海洋发展指数)
- 중국 해양발전지수는 해양사업 전체의 발전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수로서, 경제발전, 사회민생,
환경생태, 과학혁신, 종합관리, 공공서비스, 국제협력 등 7개로 구성되어 있다.
- 2010년을 기준연도(based period)로 하여 기준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수 개발을 통해
중국 해양 발전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해양강국 건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
반적인 중국 국민의 해양의식을 증대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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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체계는 1급 지표 3개, 2급 지표 20개, 3급 지표 38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중국의 해양발전지수 지표 체계
1급 지표

2급 지표
경제규모

경제발전

산업구조
발전의 질
취업 및 소득

사회민생

생활의 질
교육수준
환경 스트레스

환경생태

보호관리
과학투입

과학혁신

과학조사
과학성과
정책법칙과 행정집법

종합관리

자원관리
환경관리
관리능력
해상구조

공공서비스

재해예방
정보서비스

국제업무협력

국제업무
국제협력

출처: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경제정보사,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16

② 세계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全球海洋科技创新指数)
- 세계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는 일정 기간 각국의 해양과학기술혁신의 종합적 역량 및 응용능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투입, 산출, 응용, 환경 등 4개 부문의 혁신역량을 구분
하여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 혁신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 해양과학기술 혁신지수의 지수체계는 1급 지표 4개, 2급 지표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 지표는
주로 투입혁신, 산출혁신, 응용혁신, 환경혁신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해양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구분하고, 2급 지표는 1급 지표의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 전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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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세계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 지표 체계
1급 지표

2급 지표
R&D경비지출/GDP

투입혁신

연구개발인구/취업인구총수
해양과학연구기구 및 고등교육기관수/과학연구기구 및 고등교육기관 총수
섭해영역 특허신청수/GDP

산출혁신

섭해영역 논문발표수
섭해영역 과학연구논문 인용수

응용혁신

기업의 섭해영역 특허신청비중
고등교육기관의 섭해영역 특허신청비중
인문지원요소

환경혁신

경제지원요소
생태지원요소

출처: 중국 경제정보사, 세계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 보고, 2016

③ 국민해양인식개발지수(国民海洋意识发展指数)
- 해양인식은 특정기간 동안 바다와 관련된 정치, 국방, 법률, 관리, 경제, 과학 및 기술, 환경, 안보,
자연, 자원,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로 정의된다.
- 국민해양인식개발지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는 ① 해양자연의식, ② 해양경제의식,
③ 해양문화의식, ④ 해양정치의식 등 4개 지표로, 2단계는 해양소비인식 및 해양권리인식과 같은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3단계는 해양지리 및 지리, 재료 제품 소비, 세계 항법 이력 및 국가
관할권과 같은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중국의 국민해양인식개발지수 지표 체계
1급 지표

2급 지표

3급 지표
해양지질지리

해양과학보급의식

물리해양
해양화학

해양과학연구의식
해양자연의식

해양생태의식

과학고찰
과학연구성과
환경오염과 방제(예방퇴치)
생태파괴와 보호
해양재해상황

해양재해경감의식

재해 사전경고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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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표

2급 지표

3급 지표
해난사고

해양안전의식

생명구조조치
경제개황

해양생산의식

해양산업
물질상품소비

해양소비의식

비물질소비
공간자원

해양경제의식

생물자원

해양자원의식

광산자원
재생가능에너지자원
해양공간개발

해양개발의식

해양생물 및 의약자원개발기술
광산자원개발 및 해양플랜트기술
해수종합이용 및 해양에너지
세계항해사

해양역사의식

중국 주요 해양활동
해상 실크로드
해신 신앙

해양민속의식
해양문화의식

기념일문화
문학작품

해양문예의식
해양문화유산보호의식

예술창작
비물질문화유산보호
물질문화유산보호
학교교육

해양교육의식

사회교육
선전교육 활동
국제조약

국제규칙의식
해양권익의식

국제활동
국가관할해역
국가관할범위 내 해역

해양외교의식
해양정치의식

해양국방의식
해양법률의식
해양관리의식
출처: http://hyys.pku.edu.cn/zbtx/pjzbtxzsfbg/index.htm(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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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과 주장
외교사건
군사역량
군사활동
법률법규
법규준수행위
관리기구
관리활동

■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 및 발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부문의 통합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과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및 지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지수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1996년에 ADL에 의뢰하여 국가해양력을 측정한 바 있으며,
2016년에 KMI를 통해 ‘국가해양력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전부인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할만한 공식적인 지수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가해양력을 비롯해 해양수산경제발전지수, 해양수산지역특화지수, 해양수산과학기술혁
신지수, 해양관광지수, 어촌지역고용지수 등 정책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해양수산 분야의 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광서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통계센터 연구위원
(kspark@kmi.re.kr/051-797-4722)

참고자료

a)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경제정보사,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16
b) 중국 경제정보사, 세계 해양과학기술혁신지수 보고, 2016
c) http://hyys.pku.edu.cn/zbtx/pjzbtxzsfbg/index.htm(2019. 10. 8. 검색)

| 89

유럽, 이중 품질 제품의 관리 강화

■ 유럽연합 내에서 이중 품질(Dual-quality) 제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a)
- 최근 유럽에서 동일한 포장 및 라벨링으로 표기된 식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식품 위변조와 이중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럽연합위원회 과학지식서비스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를 통해 유럽 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중 품질
식품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중 품질 식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연구를 시작했다.
- 이중 품질(Dual-quality)식품은 구성성분이나 특징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전면
(Front-of-Pack, FoP)을 비슷하거나 똑같이 사용하여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나 제품이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 판매되는 피쉬핑거(lglo fish finger)는 독일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브랜드의 피쉬핑
거보다 더 적은 양의 어육을 함량하고 있는 사례 등이 조사된 바 있다. 같은 브랜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국가에 따라 영양성분 혹은 성분의 함량 정도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이중 품질(Dual-quality)제품 구분 기준
구분

구성 성분

포장 전면(Front-of-Pack, FoP)

일치

표기된 영양정보와 실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일치

디자인, 색, 로고, 글자크기, 사진, 구성,
형태가 일치

유사

표기된 영양정보와 실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가 약간 다름

포장 전면의 대부분이 유사하나, 특징이
약간 다름

다름

영양성분 혹은 정량성분표시(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가 라벨링
정보와 다름

포장 전면이 다름

출처: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19. 9. 25. 검색)

■ 유럽에 유통되는 식품 중 약 1/3이 이중 품질 문제가 있다.b)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28개국 중 19개 국가에서 1,380개의 식품
관련 제품의 샘플을 조사했다. 식품의 포장 전면과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구성성분, 정량성분표시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를 비교・분석하고, 샘플을 제품 포장의 유사성과
구성성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제품 포장의 유사성은 포장 전면의 디자인, 색, 로고,
글자크기, 사진, 구성, 형태를 고려했으며, 구성 성분의 유사성은 제조 공정이나 제품 준비 과정에서
사용된 정량성분표시, 영양성분표시, 구성 성분 리스트를 기준으로 분석이 시행되었다.
90 |

- 유럽연합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식품의 9%가 동일한 포장 전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식품의 구성 성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는 비슷한 포장 전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식품 구성 성분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유럽 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약 1/3이
이중품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EU, 이중 품질 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c) d)
- 이에 유럽연합위원회 대표(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 MEPs)는 투표를 통해 블랙리스
트에 오른 이중 품질 식품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수정안에 따라 구성이나 특성 면에서
상당히 다른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에게 최대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국가의 연간
수출입 매출액의 4%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 유럽연합위원회(IMCO)는 유럽연합 시장 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식품 및 식품관련 제품
포장 시, 이중 품질 로고를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이중 품질 문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품질 로고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구성성분, 성분의 함량, 품질이 EU 단일시
장에서 모두 동일함을 보장하는 로고인 만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EU 수출 시, 포장 및 라벨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은 엄격한 식품 안전기준과 상품의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중 품질 식품과 같이 최근 새롭게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EU 수출 시, 포장과 라벨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김한나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kim@kmi.re.kr/051-79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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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이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
■ 동남아시아 지역 전통시장이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a)
- 전통시장은 동남아시아 수산물 소비의 주요 채널이지만 냄새와 바닥의 물기 때문에 방문이 꺼려지고,
취급하는 제품이 국내 생산품 중심이라서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도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구글(Google)과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의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시장
은 2018-2025년 동안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동 기간 4배 이상 성장하여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통시장의 온라인 시장 진출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동남아시아 온라인 시장 규모
(단위: 십억$)

출처: https://www.zdnet.co.kr/view/?no=20181120085502(2019. 10. 7. 검색)

■ 전통시장의 호텔･식당 수요를 위한 B2B 플랫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b)
- 동남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로 호텔･식당의 수산물 수요를 위한 B2B 플랫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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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식당의 수산물 바이어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 내 개별점포의 당일 수산물 물량･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품목을 주문하고, 시장은 다수 점포의 수산물 매수 수요를 모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 전통시장이 온라인 B2B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호텔･식당의 수산물 바이어는 직접 여러 매장
을 방문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시장은 다수 점포의 수요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맞춤형 손질처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c) d)
- 기존의 동남아 전통시장은 원형 중심으로 진열하고 마리 혹은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 중심
이었지만,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원하는 부위, 손질 방식, 크기 등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맞
춤형 손질 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한 마리 전체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장 사진과
손질 영상을 공개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 전통시장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손질된 필렛 단위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수산물 소비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디쉬더피쉬(Dishthefish)에서 판매하는 손질 수산물

<다양한 형태로 손질되는 고등어>

<필렛 모둠>

출처: https://www.dishthefish.com.sg(2019. 10. 7. 검색)

■ 수입 수산식품의 접근성 개선으로 수입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d)
- 전통시장 내 점포 수입 식료품 전문상점에서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입
수산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만 구입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 하지만 전통시장이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쉽게 수입 수산식품을 확인하고 구입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보다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일부 매장에서는 수입식품을 별도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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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싱가포르 디쉬더피쉬(Dishthefish)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수입 수산식품

출처: https://www.dishthefish.com.sg(2019. 10. 7. 검색)

■ 동남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이 가져올 수산물 소비･유통구조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통시장은 수산물 소비의 주요 채널이지만 국내 생산된 제품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진출하기는
비교적 어려운 시장이었다.
- 그러나 전통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B2B 수요에 대응
하거나 수입 수산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
나고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 전통시장의 변화가 가져올 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예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daye@kmi.re.kr/051-79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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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해외어항 개발, 해양수산분야 융합적 프로그램으로 체계적
추진 시급
■ 일본, 무상원조로 어항 건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 b) c) d)
- 지난 2018년 7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epration Agency: JICA)는 인도네
시아 정부와 무상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약 25억 엔 상당의 ‘외해수산분야 발전프로그램’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약 38개월간 지속될 이 프로그램은 외해 도서지역의 어항 시설을 개선하고, 영해선
근방의 6개 섬에 대한 어항시설과 어시장 등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류장
재건, 냉동유통시설 설치, 제빙소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항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결국 이러한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더 높은 부가가치 유발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일본은 세이셸(Seychelles) 군도에서 어항개선을 위해 1천 2백만 달러의 무상원조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세이셸의 수도인 빅토리아에서 3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프로비던스(Providence)
어항에 대하여 소규모 어업 및 상업용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두 200미터 확장
공사와 부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셸에서는 다랑어 연승업의 경우 대부분 외국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규모 어업인들의 경우도 연승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항 지원 사업은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외국어선의 다랑어 조업에 대한 측면 지
원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 한편, 2019년 4월 일본은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한 토고에서도 토고 정부와 공동 투자하여 각각
140억 세파프랑, 21억 세파프랑으로 총 300여 척의 카누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수로 준설
및 경매장, 냉동창고,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치는 로메(Lome)항 남쪽의 그베소
그베(Gbetsogbe) 어항이다. 또한, 일본은 가나 등에 이미 기존에 지원하였던 어항 개보수 및 증설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은 보다 공격적으로 서부아프리카 등에서 어항 건설을 촉진하고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e) f) g)
- 중국은 서부아프리카 가나에서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어항과 주민 편의시설 건설지원을 하고 있다.
즉, 2018년부터 가나 수도인 아크라(Accra) 인근 제임스타운(James Town)에 약 1단계 5천만
달러 규모, 2단계 1천 6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통해 수로 준설, 정박지, 방파제 등 직접시설과
어시장, 어류 처리시설, 지역민이 사용할 유치원 등도 지원하기로 하고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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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9,28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모리타니아 수도 누악쇼트에 어항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리타니아의 어업 부문은 약 5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홍동(Hong Dong) 수산 기업은 모리타니아에 2010년 이래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어류어획 및 가공 어분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동 기업은
누아르디부(Nouadhibou)에서 가공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지 소규모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 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림 1. 아프리카 가나 테마(Tema)어항

출처: Copyright 2019 by HDH

■ 해외 어항 개발, 융합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산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국은 자국이 활발히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나, 모리타니아 등 서부아프
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어항 등 단순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등 주민들 편익시설도 같이 지원하여 아프리카 수산자원을 수탈
해간다는 현지의 불만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유화시키는 사업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또한, 활발히
어업회사가 운영되는 곳은 민간투자가 같이 이루어져 대규모의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 일본도 인도네시아, 세이셸과 같이 자국이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곳에 지원한다든지, 서부아프
리카와 같이 과거만큼의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100억
원~250억 원 정도의 무상원조자금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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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 및 유관시설의 지원은 개도국의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위생 강화, 유통 초기단계로서
의 수산물 가치상승, 식량안보 등을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이것은 KMI가 2010년 이래
주최해온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ea Africa Fisheries Forum: KORAFF), 한남태평양수산포럼
(Korea South Pacific Fisheries Forum: KOSOPFF) 등 국제세미나에서 개도국으로부터 지속적
으로 요청되어온 사안 중 하나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적 기반 시설의 지원과 어항 운영관리 노하우 전수, 오폐수관리, 해양쓰레기
정화, 어촌 자율관리어업,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관리 등과 연동한 새로운 형태의 해양수산
분야 융합형 ODA사업으로 해외 어항개발 사업을 발전시켜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달성을 도모하고, 우리의 조업이익과 밀접한 국가를 지원한다면 개도국과 우리나라 상호간
윈윈전략으로 새로운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 향후 수원국 어민에게는 어업 활동의 본거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어선 정박지, 소규모 어시장,
냉동 창고 등 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등도 연동하여 지원하고, 우리 원양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거점에는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부터의 피항처 등 안전제고와 원활한 상업적 조업활동도 간접
지원하는 취지에서 해외어항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향후 우리나라 ODA사업의 중요한 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한덕훈 해양수산ODA센터 전문연구원
(bansock@kmi.re.kr/051-79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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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

■ 양식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 생산 부문 중의 하나이다.a)
-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양식업 생산(수생 식물 포함)은 1억 2천 1백만
톤에 달했으며 1,2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 양식 생산 공정은 크게 인간의 통제 하에, 생물 기술, 경제적,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의 성장은 주로 고도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성장으로 추가 성장과 발전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 대부분의 성장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90% 이상, 가치의 7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해양환경 모니터링 하고 시각화하는 IoT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b) c)
- 포르투갈의 언더씨(UNDERSE)사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기술을 이용
하여 해수의 온도, PH, 용존 산소, 염도 수준 등을 수집하여 이상 발생 시 실시간 경보 및 의사결정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향후에는 수산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업용 선박이 가지 않는 지역까지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선박을 운용하여 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 블루유닛(Blue Unit)사는 재순환 양식 시스템(RAS)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여 자동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환경상태 및 어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

■ AI, 드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양식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d)
- NEC사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어류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고 무게를 자동으로 계산해 농가의 사료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적용대상 어류를 다변화하고 있다.
- KDDI는 센서에 감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온, 산소, 염분 농도 등의 환경에 맞춰 사료를 효율적
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등어 사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SHARP는 NTT도코모, 도쿄대학 등과 제휴해 굴 양식기술을 개발 중으로 부표와 뗏목에 부착된
센서는 수온과 염분 농도를 측정하고, 드론은 굴 유충을 찾아 조수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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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기술 활용의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a) c)
- EU는 양식업 부문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5개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EMFF(유럽 해양 수산 기금) 예산의 약 20%인 1,725억 유로를 2014-20년 동안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장려 할 예정이다.
- 유럽 집행부는 양식업의 90%가 해안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주로 소규모 가족 소유 기업으로
총 생산 및 혁신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지 않지만, 지역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양식업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높고 수익성을 보장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분야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 분야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 국내도 EU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스마트 양식업 프로젝트의 추진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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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양식어업 기사가 가장 많아

■ 9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양식어업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 해양수산
관련 보도는 대폭 줄어들었다.
- 2019년 9월 노동신문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사는 19건 보도되어, 8월 48건이 보도된데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7월 23건, 6월 28건에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여름철 해양관광･친수문화
관련 보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 9월 19건 기사 중 양식어업 관련 기사가 11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내수면 양어
관련 기사가 7건이었다. 양식어업 중 내수면 양어 기사는 8월 12건/15건, 7월 4건/6건, 6월 4건
/6건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표 1. 2019년 8월 노동신문 기사 중 해양수산 관련 보도 분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
2

11

1

간척･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운항만
연안관리
친수문화 자원관리
1

1

1

-

기타

합계

1

19

출처: 노동신문 기사를 토대로 분류

■ 양식어업 분야 보도는 전국 각지, 양식시설 개건 및 생산성과를 알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
었다.a) b) c) d) e)
- 노동신문에 따르면 황해북도 서흥군에 위치한 범안양어장이 최근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평안북도
구장군에 2,000여㎡ 규모, 함경남도 북청군에 1,200여㎡ 규모의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가두리
양어장)이 신축되었다.
- 평안북도 관해바다가양식사업소의 섭조개(홍합) 생산량이 전년대비 1.2배 증가했으며, 남포대경수
산사업소는 보가지(까치복)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연진수산사업소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명태양어에 성공해, 2017년 20여
만 마리, 2018년 50여 만 마리, 올해에는 70여 만 마리의 명태 치어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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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안북도 구장군에 새로 건설된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

출처: google(2019. 10. 10. 검색)

■ 그 외 기사로는 해산물 식당 소개, 해안방조제 건설, 어선건조 등이 있었다.e) f) g) h)
- 노동신문은 청진시에 위치한 ‘갈메기각’을 명태매운탕, 명태순대, 섭조개밥으로 유명한 해산물 전문
식당이라고 소개했다.
- 평안북도 철산군과 개성시에서는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방조제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다. 노동신문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강조했으며, 군이 투입되어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보도했다.
- 평안북도 평원수산사업소에서 ‘황금해’호를 건조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황금해’호는 최근 북한이
보급하고 있는 표준어선으로 320~380마력 수준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진희권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445894-457952540/범안양어장-개건/(2019. 10. 10. 검색)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532288-647851856/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이늘어난다/(2019. 10. 10. 검색)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013882-42025173/섭조개생산을-１-２배로늘인-비결/(2019. 10. 10. 검색)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013888-103814016/새끼보가지-방류/(2019. 10. 10. 검색)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013892-845307695/바다자원을-늘여갈-불같은
-열정-안고/(2019. 10. 10. 검색)
f)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7285853-870064167/자기-지방의-특산음식맛을적극-살려/(2019. 10. 10. 검색)
g)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7891274-516382239/해안방조제보호에-선차적인
-힘을/(2019. 10. 10. 검색)
h)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9445886-726517793/우리-손으로-우리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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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인력 양성의 메카, 원산수산대학 창립 60주년 맞아

■ 원산수산대학은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59년 9월 1일 개교했다.a)
- 경제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했던 북한은 1959년 9월 새 학기 개강과 함께 15개 대학과
5개 전문학교를 설립했다. 원산수산대학을 비롯해 평양농업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평양상업대학,
해주의과대학 등이 이 때 개교하였다. 평양인민경제학교, 남포금속전문학교, 강계고등전기전문
학교 등의 전문학교 5개도 함께 개교하였다.

그림 1. 원산수산대학 전경

출처: google(2019. 10. 10. 검색)

■ 원산수산대학은 원산농업대학 수산학부를 모체로 수산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했다.b) c) d) e)
- 원산수산대학의 모체는 1947년에 개교한 원산농업대학 수산학부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6
년에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 농학부 수산과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농학부가 1947년, 원산농
업대학으로 분리되며 수산과도 수산학부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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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개교 당시에는 3개 학부(수산학부, 기계공학부, 해양학부)와 어로학과, 기관학과, 가공학과,
자원학과, 양어과학과 등 9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1980년에는 어선건조학과와 수산물가공기계공
학과, 항해학과가 신설되었고, 1984년에는 수산물가공학부가 신설되었다.
- 1977년에 남포수산대학이 개교하기 전까지, 북한 내 유일한 수산대학으로 북한 수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 현재는 어로학부, 수산물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와 양어연구소, 수산과학연구소, 물고기
가공연구실, 기관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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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로동신문』, 1959년 9월 2일.
b) 박근순, 『조선수산사2』, (평양: 공업출판사, 1991)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451910419-48803503//원산수산대학/(2019. 10.
10. 검색)
d)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201&sc=A31
505004&tid=CC010100005170&direct=1(2019. 10. 10. 검색)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68236272-279572092/가치있는-연구성과를-더많이/(2019. 10.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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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중국수산 고부가치 사료 발전 세미나 개최

■ 지난 10월 13일~14일 중국수산채널, 수산전연잡지(水产前沿杂志), 농목전언(农牧前沿)
주최로 ‘2019년 제2회 중국수산고부가치사료발전세미나’가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되
었다.a) b)
- 동 행사는 중국 수산사료 분야의 연례행사로서 중국 및 해외 관련 전문가, 연구자, 교수, 관련 기업인
등 600명이 참석하여 중국 수산사료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사료, 랍스터, 캘리포니아 농어
등 특종사료, 발효사료, 팽화(膨化)사료등 고부가치 사료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사료 업체의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으로 수산양식 사료 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창출 수산양식 사료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최근 몇 년간 중국 수산사료업계는 상위 10개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수산양식자가
분산되어 있고, 양식종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재래식 팽화재, 특종 수산사료, 냉수성어류 사료
기능성 사료 등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 현재 전세계의 수산물의 50%이상이 수산양식산이고, 이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수산양식 사료에 필요한 원료(어묵과 어유) 공급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발효 사료 등 대체 사료 개발이 주장되었다.a) b)
- 발효 콩 찌꺼기 사료는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원가의 대폭 절감, 영향소 보충(아미노산),
발효 콩 찌꺼기, 어묵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올해 전국적으로 약 80만톤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발효 콩 찌꺼기 사료 중 80%는 과거 육류에
사용하였고, 수산용은 1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들어와 수산양식업계에서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 발효 콩 지꺼기 종합대체 어묵은 1어분, 2콩찌꺼기로 결합하면 단백질 및 영양수준은 기본적으로
변화지 않으며,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 수산가공 공정과 설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급 부유성 수산사료인
전분사용량은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저전분 심지어는 무전분으로 개발한
침성수산사료 등이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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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분 수산사료 생산 정에는 짧은 절차, 낮은 낙차, 비파괴 등이 필요한데, 초미세분쇄를 해서
분쇄 굵기가 가늘수록 내수성이 우수하며, 저전분 사료의 추출 온도는 98℃~100℃ 유지해야 내
수성과 자재균일도가 양호하게 되며, 배합에 따라 최적의 수분점을 조절해야 하며, 최적열처리
시간은 일반 수어 사료 3~4분, 저전분 조제식 및 특종사료 등은 5~6분 등이다.
- 사료 설계는 어류성장의 영양소의 필요를 충족시켜 적응된 환경에서 바람직한 양식효과를 달성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높은 고급제품과 효과가 낮은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해도
주어진 조건과 다르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급사료 또는 일반 사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광석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shan97@kmi.re.kr/+86-21-6090-0395)

참고자료

a) https://www.fishfirst.cn/article-116704-1.html(2019. 10. 14. 검색)
b) https://www.feedtrade.com.cn/meeting/training/2019-06-25/2007235.html(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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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으로 수산업의 지속적 혁신 실현

■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혁신이 스타트업 발전을 추동한다.a)
-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시되면서 로컬 푸드, 쓰레기 감소, 공급망의 투명성,
윤리적 공급(ethical sourcing) 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산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수산 스타트업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 수산분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 조성되고 있다.a)
- 피쉬2.0(Fish 2.0)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하에 스타트업 창업가 및 혁신가, 투자자, 파트너, 어드
바이저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혁신가는 온라인 평가를 통해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를 거친 혁신가는 피쉬2.0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자격을 갖춘 스타
트업 및 투자자들은 피쉬2.0 온라인 허브에 접속하여 상호 관심분야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혁신가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림 1. Fish 2.0 체계

출처: https://www.fish20.org/about/overview(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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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주도한다.b)
- 대표적인 수산업 스타트업으로는 5개 기업(ThisFish, LoveTheWild, SmartCath, FishLog, and
AquaConnect)이 있다.
- 캐나다 스타트업인 디스피쉬(ThisFish)는 QR 태그를 통해 해산물 추적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해산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어업인은 태그나 라벨을 사용하여 어획물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야 한다. QR코드를 통해 소비자는 어획물 어획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 미국에 기반을 둔 러브더와일드(LoveTheWild)는 조리가 간편한 패키징(packaging)을 개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미국 스타트업인 스마트캐치(SmartCatch)는 스마트
어망, 디지털 어획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부수어획 및 보호어종 어획을 제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인 피쉬로그(FishLog)는 어업인과 판매자 연결과 생산단계에서 저장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소규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인도 스타트업인 아쿠아커넥트(AquaConnect)는 어업과 판매자가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다. 생산 및 운영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어류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출업자들은 실시간으로 어류 관련 세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 수산분야 해외 스타트업

출처: https://www.fish20.org/about/overview(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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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분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어획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식물성 사료로 영양이 높은
물고기를 양식하고,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서로 교환되고 결집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피쉬2.0과 같은 창업자, 투자자, 전문가 등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
및 다양한 분야와 수산분야가 융합되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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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fish20.org/about/overview(2019. 10. 15. 검색)
b) https://www.startus-insights.com/innovators-guide/5-top-seafood-processing-star
tups-out-of-300-in-fishtech/(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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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연구보고서, 소규모 어업의 숨겨진 가치에 주목

■ 소규모 어업의 숨겨진 가치를 파악하다.a)
- 세계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월드피시(WorldFish)가 소규모 어업이 전 세계 어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발표한 보고서(Hidden Harvests)에 따르면, 소규모 어업의 생산량은 전
세계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소규모 어업의 보고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보고되지 않은 숨겨진 어획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소규모 어업의 숨겨진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경제, 거버넌스 측면
에서 소규모 어업이 전세계 어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소규모 어업의 기여도 추정 체계

출처: https://www.worldfishcenter.org/hidden-harvests(2019. 10. 15. 검색)

■ 소규모 어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매우 크다.a)
-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어업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계 어업 일자리에서 소규모
어업과 관련 된 일자리 비중은 약 90%로, 소규모 관련 분야에 약 1억 8천 8백만 명이 고용
되어 있다. 특히, 여성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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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어업은 지역사회에 단백질 공급 기능을 담당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어업에서 공급되는 수산물은 국민들이 섭취하는 총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밖에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소규모 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이러한 소규모 어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업은 그동안 연안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업형 어업에 밀려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 연안 개도국의 정부는 소규모 어업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규모 어업인과 지역사회에 어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보고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 어업을 공식적인 체제로 전환하여 소규모
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 소규모 어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 퇴치, 일자리 유지, 지역개발 등의 UN 지속가능발
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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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worldfishcenter.org/hidden-harvests(2019. 10. 15. 검색)
b) https://www.greenbiz.com/article/local-communities-play-outsized-and-overlooked
-role-global-fisheries(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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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 톤의 물고기, 영국 해역에서 불법 해상 폐기 적발

■ 영국에서 해상 폐기는 충격적인 관행이 불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a)
- 2019년 초 남획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EU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은 더 이상 크기가 작은 물고
기를 해상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 대신 식용으로 팔 수 없는 작은 물고기는 자원 쿼터에 반영하기
위해 육지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양륙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하지만 해양캠페인 단체인 오픈시즈(Open Seas)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수천 톤의 물고기가
올해 스코틀랜드와 서해안에서 불법적으로 해상 폐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특히 작은 그물코를 가진 스캄피(scampi, 로브스터의 일종인 갑각류)를 잡는 어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600톤의 대구류(cod, haddock, whiting, saithe)
가 스캄피 어업에 의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스캄피 어업에 의해 약 15,000톤의 물고기가 해상 폐기 될 것으로 추정된다.a)
- 오픈시즈는 스캄피 어업에 의한 부수 어획물이 해상에 폐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양륙량에 포함되
지 않아 사실상 현재 자원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해 대구류 자원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림 1. 불법 해상 폐기 장면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north-sea-cod-dead-fish-overfishing-discarded-a9171
431.html(2019.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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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픈시즈는 스캄피 어업에 의해 부수 어획된 물고기가 해상에 폐기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부수어획물의 해상 폐기가 이미 남획된 수산물의 자원 고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오픈시즈의 관계자는 부수 어획을 해상 폐기하는 스캄피 어업에 의해 어획된 스캄피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공급된(responsibly sourced)’ 수산물로 여겨지고 시장에 판매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상 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a)
-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는 불법 해상 폐기어선의 어업 면허를 최대 1년 간 정지시킬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오픈시즈는 스코틀랜드 정부와 스캄피 어업 관계자에게 혼획으로 인한 부수 어획물의 해상 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그들은 환경단체에 의한 혼획과 부수어획물 해상 폐기 금지 운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해상 폐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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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north-sea-cod-dead-fish-overfishingdiscarded-a9171431.html(2019.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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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다랑어 어획량, 지난 60년간 11배 증가

■ 전 세계 다랑어 어획량이 1950년 45만 톤에서 2016년 560만 톤까지 11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 b)
-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주요 해역 중 태평양에서의
다랑어 어획량이 410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서양 어획량이 60만 톤으로 12%를
차지하였다.
- 또한, 다랑어류 중 가다랑어 어획량은 270만 톤으로 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황다랑어는 140만 톤, 눈다랑어는 43만 톤으로 각각 29%, 10%를 차지하였다.
- 동 연구에서는 대규모 상업어업으로 어획된 주요 다랑어류(FAO 통계 분류 기준 12종)와 비주류
다랑어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1960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수산기구(RFMO)에 보고된
어획량과 비보고 해양 투기된 물량을 추정하여 총 어획량을 산정하였다.
- 한편,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양 남방참다랑어 생산은 크게 감소하여 전체 다랑어류 어획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36%에서 2016년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 1990년 이후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의 태평양 다랑어 어획
량은 연간 150만 톤으로 전체 어획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a)
- 다랑어의 주요 생산국으로 태평양 다랑어는 일본, 미국, 한국 등이며, 대서양 다랑어는 스페인,
프랑스, 대만 등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나라는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에서도 원양 합작을 통해 어획량을 증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다랑어 최대 생산국인 일본은 대서양에서 3만 8천 톤, 태평양에서 35만 톤을 어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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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다랑어 어획량 변화

출처: A. Coulter et al.(2019), Using harmonized historical catch data to infer the expansion of global tuna
fisheries(2019. 10. 11. 검색)

■ 다랑어는 주로 수산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규모 선단들에 의해 어획되고 있으며, 다랑어
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자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a) c)
- Sala et al.(2018)는 공해상의 어업 중 54%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도 주요 다랑어 어획국으로서, 국제 다랑어 자원 및 어획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한애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kha0908@kmi.re.kr/051-797-4572)

참고자료

a) A Coulter et al.(2019), Using harmonized historical catch data to infer the expansi
on of global tuna fisheries, Fisheries Research(2019. 10. 11. 검색)
b) https://www.npr.org/sections/thesalt/2019/10/04/766786639/were-pulling-tuna-ou
t-of-the-ocean-at-unprecedented-and-unsustainable-rates(2019. 10. 11. 검색)
c) Sala et al.(2018), The economics of fishing the high seas, Science Advances(2019.
10.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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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및 칠레산 대서양 연어, 2019년 하반기 생산 부진
예상
■ 2019년 주요 연어 생산국인 노르웨이, 칠레에서 적조, 바닷물의 잔류량 수치 상승 등
에 따라 대서양 연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a) b)
- 2019년 5월 노르웨이 북부에서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적조가 발생하여 조기 수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대서양 연어 생산량 중 4만 톤 및 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칠레는 외국인 투자 및 M&A 촉진 등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며, 치사율이 저하되는
등 양식 기술에도 개선이 있었으나, 바닷물로 인하여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송어 등 연어류의 세계 생산은 칠레, 페루 등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a)
- 2019년 1사분기 칠레 무지개송어는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2만 7천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칠레 연어류 생산의 7.3%를 차지한다.
- 페루 무지개송어의 연간 생산량은 약 4만 톤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자국에서 고품질
종묘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연어 시장은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a)
- 노르웨이는 중국과의 오랜 정치적 갈등으로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수산물협회(NSC;
Norwegian Seafood Council)는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대서양 연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브라질은 자국 연어 수요의 대부분을 완만한 교역관계와 효율적인 물류망이 구축된 칠레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브라질 시장에 자국 대서양
연어를 적극적으로 진출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 유럽 시장에서 대서양 연어는 노르웨이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는 대서양 연어 대신 은연어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중이며, 대일본 수출 의존도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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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어 생산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노르웨이, 칠레 등은 수출 시장에서 자국 점유율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a) b)
- 2019년 하반기 노르웨이 대서양 연어 생산량은 지난 5월 적조의 영향으로 연 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레는 바닷물의 잔류량 수치가 최근 5년 중 최고치에 달하여 수확
물량 및 사이즈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노르웨이, 칠레 등 주요 생산국간에 연어 수요가 큰 시장에서 자국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육상수조식 양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해경 수산연구본부 FTA 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
(keehk@kmi.re.kr/051-797-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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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대왕오징어 생산 허가 및 쿼터제 등 규제 실시

■ 칠레 정부는 남미 해역에서의 대왕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새로운 어획 규제를 실시
하였다.a) b) c)
- 최근 칠레는 대왕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채낚기나 낚시 어선 이외에 대형어선으로 어획하는
산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8년 대왕오징어 어획쿼터를 25% 늘렸고, 이 중
20%만 트롤어선과 같은 대형어선에 할당하고, 나머지 80%는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2019년부터 트롤어선에 의한 어획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어업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칠레 정부의 새로운 어획 규정으로, 이른바 ‘대왕오징어 전쟁’으로 확산되어 칠레 내 수산업
종사자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한편, 전 세계 오징어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대왕오징어는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 전 세계 오징어의 주요 품종별 어획량 추이(1950~2017)

출처: FAO, FishstatJ.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2019. 10. 15. 검색)

■ 남미 연안국들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의 효율적인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생산 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a) b) c)
- 전 세계 오징어 생산량의 약 20%가 남미 국제수역(에콰도르~페루~칠레 및 아르헨티나 EEZ 외)
에서 어획되며, 남미 연안국에서는 오징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수역에서의 어로
행위를 제한하는 연대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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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의 대왕오징어 주요 생산국인 칠레, 페루, 에콰도르, 멕시코는 2018년 공동협의회
(CALAMASUR)를 결성하였고, 동 협의회에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로 하여금
대왕오징어와 외국 선박의 남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어획쿼터 적용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수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던 우리나라 등 제3국 어선의 어획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오징어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칠레뿐만 아니라 페루 등 남미 지역의 대왕
오징어 생산 및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8월 누적 기준, 칠레산 오징어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1% 감소한 1백만 6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칠레 현지의 대왕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며, 올해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오징어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 상대국인 칠레와 페루의 대왕오징어
생산 및 규제 정책 등의 변화를 주시하고, 수입처 다변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phj4798@kmi.re.kr/051-797-4596)

참고자료

a) Globefish, Aprill 2019. 참고(http://www.fao.org/3/ca5307en/ca5307en.pdf)(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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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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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SSAI, 라벨링 및 안전 검사 등 식품 안전 규정 강화
■ 인도 내 식품 관련 규제는 FSSAI가 관할하고 있다.a)
- 인도의 인증제도는 BIS, CRS, FSSAI 등 품목별로 구분되어있는 가운데 해당 품목에 대한 관할
정부 부처, 기관 및 법령 등도 세분화되어 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The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이하 FSSAI)이 담당하고
있다.
- 2006년 인도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 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을 제정하고,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인도 내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 등 식품 안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규제를 FSSAI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로 들어오는 개별 식품은 통관 전 FSSAI의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FSSAI, 새로운 식품 라벨링을 도입할 예정이다.b)
- FSSAI는 지난 6월 지방, 설탕, 나트륨 함유량에 따라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라벨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링을 이해하지 못해 영양정보를 읽지도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권장량보다 높은 식품(High Fat, Salt and Sugar, HFSS)에는 빨간색으로
라벨링 표시를 하는 규정이다.
- 새로운 식품 영양정보에는 100mg/ml 당 또는 1회 섭취량 영양정보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총 설탕 및 나트륨 함유량 외에도 일일 권장 섭취량에 따른 비율도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도입된다면 간단히 색상 확인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쉽게 건강 식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FSSAI, 고위험 식품에 대한 제3자 식품 안전 검사 의무화를 발표하다.c)
- 또한, FSSAI는 최근 고위험 식품군을 취급하는 모든 식품 기업에 대해 제3자 식품 안전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면서 이는 정부의 검역 빈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고위험 식품군은
유제품, 육류, 수산물, 계란, 영양목적 식품(유아용), 조리식품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식품으로 총
6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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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식품의 안전 의무 검사는 FSSAI가 설정한 빈도에 따라 공인 감사 기관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
며 검사 빈도는 식품군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감시 시스템에서 받은 점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안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23곳으로 이 중 21곳은 인도 전역에서 해당 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SSAI는 해당 감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식품 기업 스스로
식품 안전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식품 안전 규정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처럼 인도는 소비자 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對)인도 수산물 수출이 아직까지 활발한 편은 아니나 인도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식품 안전 규정 강화는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하겠다. 또한, 이미 인도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관련된 변동 사항에 주목하여 철저히 이를 준수할 필요
가 있다.
- 특히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빠른 도시화 및 1인 가구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간편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식품 또한, 고위험 식품군에 속하므로
향후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은 해당 규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
해야할 것이다.

박혜진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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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가져올 수산물 시장의 변화

■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a) b)
- 인터넷 발전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영향을 주다’는 뜻의 단어
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주로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생산한 컨텐츠가 대기업에서 홍보하는 TV광고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KT그룹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국내 인터넷 이용자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2.6%의 응답자가 1인 방송(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1인 방송 시청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
20대까지 이용자의 약 90% 이상이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이용자들의 1인 방송 선호 주제는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게임, 요리/음식, 뷰티/화장품
순으로, 먹방, 요리/음식에 관한 시청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c) d) e) f)
- 최근 중국 연구기관인 아이미디어 리서치(iiMedia Research)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상반기 발전 전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발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
으로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핫이슈로 ‘생방송’이 떠올
랐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 증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4.2%, 매주 1~6번을 시청하는 이용자는 45.6%로 실시간 방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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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한 대형유
통사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영입, 그 이름을 앞세운 홈쇼핑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품과 마케
팅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시도지자체, 공공기관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꾀하고 있다. 최근 서울은
글로벌 홍보대사로 해외 인플루언서 5명을 선정하여 서울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어촌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농촌체험마을 여행을 경험, 가을 농촌여행의 재미를 알리고자 농촌여행 팸투어(FAM Tour)를
기획한 바 있다.

■ 수산물 시장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반영되고 있다.g)
-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핫이슈가 되어 한창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던 수산물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내에서 ‘바다포도’로 잘 알려진 해조류이다. 이 해조류는 일본 오키나와 특산품으로, 서양
권에서는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어를 연상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린캐비어’라고도 명명되기도 한다.
- 동영상 콘텐츠 기반 SNS 매체인 유튜브에서 ‘바다포도(Sea Grape)’를 검색해보면 관련 동영상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국내 대표 ‘인플루언서’ 한 명이 올린 바다포도 시식 동영상 조회수는 현재
1,500만 건을 향해가고 있으며, 해외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조회수가 1,900만을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TV매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구매, 소비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인 소비에서 벗어나
재미와 경험까지 소비하기를 원하는 펀슈머(Fun-sumer)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등 ‘인플루
언서’의 영향력이 수산물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 수산물 시장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업계 등을 막론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케팅에 반응하여 소비를 늘리는 등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 수산물 시장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산물이 ‘인플루언서’에 의해 알려지고
새로운 식품, 소비로 관심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산물 시장에 수요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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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출에 있어 신 시장 개척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판로 개척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면 작게는 업계 차원에서의
소득 증대, 크게는 정부 차원에서의 수산물 이미지, 브랜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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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불안정성 확대로 참치 시장 급변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참치 로인(loin)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a) b)
-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가 있기 이전인 2017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약 7,500만 달러가량의 참치
로인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참치에 25%의 관세를 부과 했고, 그 결과 중국산
참치 로인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2019년 7월 누적 기준 미국의 대(對)중국 참치 로인 수입은 25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95%
가량 감소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1만 4,000톤 가량의 중국산 참치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 한편 중국산 참치 로인은 EU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대(對)EU 참치 로인
수출은 1만 9,700톤으로, 2017년 대비 73% 가량 늘었다1). 참고로 EU는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5만 톤가량의 수산물의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중국산 수산
물이 차지하고 있다.

■ 태국･베트남, 미국 참치 시장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a) b)
- 미국 수입 시장에서 사라진 참치는 태국산, 베트남 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참치 수입 주(state)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약 7,500만 톤가량의 중국산 참치 수입이 감소한
반면, 태국산, 베트남산은 각각 3,000톤, 4,000톤 가량을 늘리고, 기타 국가로부터 500만 톤가량
의 수입이 늘어났다.
- 주요 참치 회사 COSI가 위치한 조지아 주 역시 2018년까지만 해도 6,000톤 가량의 중국산 참치
를 수입했으나, 2019년에 접어들자 이의 대부분을 태국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9년 미국 참치 수입 시장의 동향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9/18/nearly-14000t-of-chin
ese-tuna-loins-vanish-from -us-market-resurface-in-eu/(2019. 10. 7. 검색)

1) EU 참치 업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참치 수입 증대로, EU 내 참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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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참치 시장, 연쇄적 무역 변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a) b) c)
- 국제사회에 있어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참치 시장 역시 관세 영향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은 태국산･베트남산 참치 로인으로 대체되고, EU 시장은
중국산 참치 로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참치 로인에 활용되는 원료에 대한 공급 계획이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자국산 참치 원료를 활용하여 로인 형태로 참치를 가공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원료는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최근 세계적으로 원료용 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의 생산 호조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연쇄적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참고자료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9/18/nearly-14000t-of-chinese-tuna-loi
ns-vanish-from-us-market-resurface-in-eu/(2019. 10. 7. 검색)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9/18/as-thai-tuna-export-value-risesahead-of-volume-fta-talks-with-eu-could-soon-restart/(2019. 10. 7. 검색)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9/20/tuna-prices-soften-in-bangkok-st
eady-in-manta/(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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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수산물･수산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중금속 기준 대폭
강화
■ 홍콩, 식품 안전사고 발생으로 식품 중 중금속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a)
-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이 중금속, 식품첨가제 등의
규정 강화를 통해 자국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홍콩의 경우 2017년 3월 브라질 닭 파동으로 홍콩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정는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기 위해 2018년 10월에 「(식품
이물질(중금속 함량) 조례)(食物攙雜(金屬雜質含量)規例)」를 개정했다.
- 홍콩에서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홍콩 식품환경 위생서(食品環境衛生署)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국민
건강 보장 강화 및 규제관리 업무의 성과 제고와 함께 국제적 수준과의 조화를 위해 개정한 것이
라고 한다. 이것은 코덱스의 식품 중 중금속 관련 최신 표준, 기타 경제권역별 표준, 홍콩 현지의
식품 소비 현황, 식이 습관 및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개정 조례에서는 중금속의 검사 유형을 현행의 7종에서 14종으로, 식품군에 적용하는 중금속의
상한 수치를 현행의 19개에서 144개로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중금속 규정 항목도 3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다.a) b)
- 수산물･수산식품 대한 중금속 기준은 34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소비자를 비롯한 수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수산물･수산식품의 중금속 검사항목은 기존 비소, 카드뮴과 납 3가지에서 안티몬, 크롬, 수은 등을
포함한 9가지로 확대했으며, 특히 중금속 유형 중에서도 카드뮴과 납에 대한 검사품목을 수산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 또한, 수산물･수산식품 품목에 따라 중금속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오징어와
조개 등에만 설정되어 있는 규정 범위를 갑각류, 연체동물 등까지 확대했다.
-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참치와 연어의 50% 이상이 메틸수은 기준 초과했다는 시중 판매 수산물
의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또 다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수산물 중금속 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시중 판매 수산물의 불합격 비율과 안전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6 |

표 1. 홍콩 수산물･수산식품 중금속 기준치 개정 동향(2019년 기준)
구분
안티몬
비소(총비소)
무기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메틸수은)
수은(총수은)
주석

수산물 유형
어류
게, 새우
굴
소금
수산물(어류제외)
어류
어유
해조류
어류
갑각류
쌍각연체동물
두족류연체동물
소금
어류
게, 새우
굴
수산물(어류, 패류 및 쌍각연체동물 제외)
어류
패류
쌍각연체동물
소금
어류
수산물(어류 제외)
소금
통조림 식품
통조림 음료

기준치(mg/kg)
1.0
0.5
0.5
0.1
0.1
1.0
0.1
2.0
2.0
2.0
0.5
1.0
1.0
0.3
0.5
1.5
2.0
0.5
0.5
0.1
250
150

출처: 홍콩 식품안전센터(CFS), 「食物攙雜(金屬雜質含量)規例(식품이물(중금속함량) 규정)」(2019. 10. 7. 검색)

■ 불합격 시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홍콩의 중금속과 기타 식품안전 사항에
대한 참조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a)
- 개정된 중금속 조례는 오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
물을 포함한 일부 신선식품의 적용일은 2020년 11월 1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 수입 식품의 공급 비중이 높은 홍콩은 식품 수입에 있어 통관 절차와 검사검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고는 하나, 자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자체 랜덤 검사를 진행해 불합격한
식품을 리콜 또는 일시적인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식품 리콜제도(Food Recall Guidelines)
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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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최근 5년(2014-2018년) 홍콩이 시중 유통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불합격 샘
플의 92%가 수입산이며, 이 중 21%의 불합격 수입산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대(對)홍콩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은 연간 5,000만 불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
규제에 관련된 중금속 조례는 수산물 수출과 직결된 이슈로, 대(對)홍콩 수산물･수산식품을 수출
하는 업체는 사전에 홍콩의 중금속 조례를 참조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타 개정 사항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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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PA_Food_A
dulteration_Metallic_Contamination.htmll(2019. 10. 7. 검색)
b) https://www.consumer.org.hk/ws_chi/news/press/510/raw-salmon-tuna.html(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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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개혁 핵심정책, ‘ICT 활용 스마트 수산업’ 추진

■ 일본, 2020년도 수산 기반 정비 관련 예산 전년 대비 22% 증액했다.a)
- 일본 수산청은 2020년도 수산 기반 정비 관련 예산을 867억 엔(한화, 9,42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9년도 대비 22% 증가한 규모이다.
- 이번에 결정된 일본의 수산 기반 정비 관련 예산은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스마트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 이는 어장･어항･산지시장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일본 수산개혁 핵심정책으로 ‘ICT 활용 스마트 수산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a)
- 일본은 수산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ICT를 이용한 스마트 수산업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어획수산물의 양륙 데이터인 ‘수산물 생산 자료’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과정의 정보인
‘수산물 유통 정보’ 등을 통합하기 위해 ICT를 활용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관리’나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확립 등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할 계획
이다.

■ 일본 수산청은 스마트 수산업 구축위해 수산물 양륙항과 산지시장뿐만 아니라 연안어
장이나 양식장 등 생산 현장에도 ICT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a)
- 일본 정부는 스마트 수산업 구축을 위해 양륙항과 산지시장의 ICT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선 어획수산물의 유통 거점인 주요 어항을 대상으로, 수산물 양륙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하기 위한
무선 LAN 등의 정보통신 시설정비 사업을 새로운 보조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 또한, 일본 정부는 수산물 생산 현장의 ICT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연안어장이나 양식장의 수온, 수질, 플랑크톤 양 등의 데이터를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설정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한편, 새로운 어장 개척을 위한 조사 예산도 별도로 1억 엔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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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양식업의 ICT 접목 통해 생산성 제고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b)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업의 미래전략으로 ‘스마트 양식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노르웨이의 마린 하베스트(Marine Harvest) 수준의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CT기술을 접목해 양식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양식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해외의 사례를 보면, 북유럽,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미 양식, 생산, 가공, 유통의 과정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한 기업들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ICT,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양식업에 도입하여 생산산 향상과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했다.
- 한편 덴마크 정부도 ‘2020 양식 전략’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국 수산물 수출량 50%
확대, 기자재 및 수산종자 수출 200% 확대 등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공과
대학인 DTU(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 수산연구소를 설립하고, 첨단 양식기술 R&D
가 진행 중이며 업체의 현대화 시설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팀장
(nslee1203@kmi.re.kr/051-797-4507)

조국훈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ghcho@kmi.re.kr/051-79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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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스시장, 올해 10월 개장 1주년 맞아

■ 도요스시장은 개장 시 토양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었다.a) b)
- 작년 10월 11일, 일본 도쿄의 츠키지시장(築地市場)에서 이전한 도요스시장(豊洲市場)은 올해 10월
11일 개장 1주년을 맞았다.
- 도요스시장은 토양오염 등을 문제 삼아 이전이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개장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기 및 지하수 오염 수치는 기존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개장 1주년을 맞이한 도요스시장 참다랑어 경매 모습

출처: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011/plt1910110038-n1.html(2019. 10. 12. 검색)

■ 그러나 소비침체로 수산물 거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a) c)
- 도요스시장의 면적은 츠키지시장에 비해 1.7배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수산물은 전년 동기간 대비 6% 정도 감소한 28만 9,500톤이었다.
- 도요스시장 시설을 계획할 당시에는 하루 수산물 거래량을 2,300톤, 청과 1,300톤 정도로 예상했
으나, 2019년 8월의 1일 평균 거래량은 수산물이 1,269톤, 청과 1,091톤으로 당초 계획보다 저
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일본의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영향이 큰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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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요스시장 일평균 거래량(예상 및 실적)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060
0890U9A001C1L83000/(2019. 10. 12. 검색)

■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으로 인한 도요스시장의 물류 정체 우려도 존재한다.d)
- 2020년 개최될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촌의 위치는 도요스시장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하루미(晴海)라는 곳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도요스시장 물류가 정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올림픽 기간 동안 일부 열차는 올림픽 대회 전용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도요스 시장 물류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들의 이동에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림픽 기간에는 관광객으로 인한 시장의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일이던
시장의 임시 휴업일을 경기가 많은 금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림 3. 도요스시장 및 도쿄올림픽 선수촌 위치

출처: 구글 지도(2019. 10.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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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주차장 부족, 콜드체인시스템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b)
- 도쿄도의 홈페이지에는 도요스시장의 특징으로 ‘넓은 주차장’과 ‘온도 유지를 통한 실내거래(콜드
체인)’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 부족, 계획과 달라진 콜드체인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도요스시장은 이전 전부터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백
대의 운송차량이 이동해야 하지만 수산중도매 건물 3층 주차장은 매우 혼잡하여 시장과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 콜드체인 또한, 당초 계획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래 계획에는 수산물 운송차량
(Turret Truck)이 건물 외에는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시장 관계자의 반대로 인해 현재는 건물
의 안팎을 드나들고 있고, 물품 하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시간대에는 출입구 또한, 열어둔 채로
있어 콜드체인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외에도 독성이 높은 분진 발생, 건물 내 운송차량 이동에 따른 흔들림 발생, 빈번한 엘리베이터
사고 등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허수진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전망팀 연구원
(tnlv626@kmi.re.kr/051-79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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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인상과 공급 증가로 중국 틸라피아 가격 하락

■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중국 틸라피아의 수출이 줄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a)
- 2018년 7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양국 간 관세 인상이 거듭되면서
수산물 무역 동향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 시켰다.
- 중국에서 생산되는 틸라피아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주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15%p
인상(2019년 5월)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25%까지 상승했다.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에 따르면 2019년 7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냉동
틸라피아 수입량은 4만 9,787톤, 수입금액은 1억 7,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각각
9%, 13% 감소했다.

그림 1. 미국의 중국산 냉동 틸라피아 수입량, 수입단가 추이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10/07/chinese-tilapia-prices-slip-as-30-us-tariff-rate
-looms/(2019. 10. 10. 검색)

■ 중국 남부 지방의 계절적 생산 증가로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a) b)
- 마오밍시는 중국 틸라피아의 주요 생산지로 중국 남부지방인 광동성에 위치해 있다. 남부지방의
경우 늦여름~초가을에 계절적으로 틸라피아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9월 하순 마오밍시의 300~500g 크기의 틸라피아 가격은 생산량이 늘면서 kg당 7.6~8.4위안으로
하락하였고, 하이난성의 경우 kg당 5.8~7.8위안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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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감소에 따라 광동성의 틸라피아 양식 어가들은 현지 소비를 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으며, 생산된 물량이 광동지역에서 모두 소비되기 힘들기 때문에 광서성 난닝시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라 틸라피아 가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b) c)
- 추후 중국의 틸라피아 가격은 미국의 수입 관세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은 10월 15일
냉동 틸라피아 필렛을 포함한 2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수입에 대해 현재 25%인 관세를
30%까지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산물 냉동 수출업체인 Siam Canadian은 역사적으로 가격은 무역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
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를 30%에서 40%로 인상
한다면 틸라피아 가격은 kg당 7.8위안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관세가 15~20%로 인하된다면 kg당
8.4위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틸라피아 가격은 12월까지 kg당 8.0~8.2위안
정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계절적 생산 감소에 따라 1월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무역 전쟁에 따라 미국 수입업자들의 중국의 냉동 틸라피아 주문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중국내 틸라피아 양식 어가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남호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연구원
(nhkim@kmi.re.kr/051-79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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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의 해양생태계 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 북극해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이 변화하고 있다.a)
- 최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Greenland Ilulissat) 인근 해역에서 수산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해 해역으로 선박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어획 가능한 기간이 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현대식 장비를 갖춘 어선들이 북극해 해역에서 매일 수백 킬로의 수산물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온 상승 덕분에 어획고가 늘고 수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어부들은 어획되는
어류의 크기가 더 작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어획이 오히려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1)
- 북극해 해역의 수산자원 종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어종인
고등어, 청어, 대서양 참다랑어, 대구 등이 어획되는 반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넙치류(Halibut)
어획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냉수성 어류인 넙치류는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기존 서식지를
떠나 차가운 바다를 찾아 이주했기 때문이다.
- 과학자들은 해빙 소멸과 수산자원 변화로 아직은 미보호 상태인 북극 주변 공해에 선단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먹이사슬에 따른 종간 연관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규제 어획이
증가하면 중앙 북극해(Central Arctic Ocean, CAO)의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북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b) c)
- 북극해의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이 2018년 10월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 모여 북극 공해상에서 상업적 어획을 16년 이상 금지하는 협정(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2)에 동의했다.
- 이 국제 협정에는 EU 이외에도 대한민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 포함),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및 미국 등 9개국이 함께 서명했다(이들 국가들은 세계 GDP의
약 75%를 차지함).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향후 과학자들에 의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확인될 때까지 중앙 북극해 해역(지중해 면적과 비슷)에서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
1) 바다를 이용한 선박 이동이 쉬워지면서 북극지역의 전통적인 이동수단인 썰매와 썰매개 역시 지역사회에서 거의 소멸상태임.
그린란드 서해안의 이누이트(Inuit) 정착지인 오콰트수트(Oqaatsut)의 어업인 스틴 가브리엘슨(Steen Gabrielsen)은 “썰매
이용은 10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얼음이 충분하지 않아 연중 보트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함
2)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
entral Arctic ocean(CAOF Agreement or CAOFA). 이 협정은 10개 당사국 모두가 협정을 비준할 때 발효되며, 201
9년 9월 현재 비준국은 EU, 러시아, 캐나다, 일본 및 미국 등 5개국임(출처: https://www.fis.com/fis/worldnews/w
orldnews.asp?monthyear=&day=5&id=103109&l=e&special=0&ndb=0,(2019. 10.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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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협정은 EU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입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과학적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북극 공해에서 상업적 어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북극
대학교의 토르 헨릭슨(Tore Henriksen) 교수는 “이 협정은 사전 예방적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으
며, 이는 정보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할 때 그 정보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면서 규제
위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어획을 시작한 다음 규제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1. 중앙 북극해(Central Arctic Ocean) 해역도

주: 중앙 북극해란 북극해 인근 국가들의 EEZ 바깥 측 해역을 지칭함(파란색 실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CAOF Agreement Area)
출처: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5-2019&day=31&id=10307
5&l=e& country=0&special=0&ndb=1&df=0(2019. 10. 11. 검색)

■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북극해 어업을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다.d)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EU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MOSAiC3) 원정이라 불리는 대규모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연구팀의 연구 결
과에 따라 북극해 어업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1년간(2019년~2020년) 쇄빙선
을 이용해 북극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함으로써, 중앙 북극해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어업 금지를 유지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MOSAiC: Multidisciplinary drifting Observatory for the Study of Arctic Climate (북극 기후 연구를 위한 다학제
표류 관측소). EU 후원을 받아 2019년~2020년까지 1년간 19개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북극 탐험 활동임. 중앙 북극해를 쇄빙선을 타고 항해하면서 기후변화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올해
9월에 첫 항해를 시작함(출처: https://www.mosaic-expedi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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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의 주요 연구 분야는 북극의 해양 생태계를 비롯하여, 해빙, 눈, 대기, 에너지, 화학적 특징
등 다양하다. 나아가 이들 연구 결과는 지구 기후변화의 주요 영역이면서 미지의 영역인 북극 기후
시스템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전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2. MOSAiC 연구분야

출처: https://www.mosaic-expedition.org/(2019. 10. 11. 검색)

- 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노르웨이와 북극 연구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4)를 체결하는 등 북극권
국가들과 학술교류 등을 통해 북극의 자원이용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작된 MOSAiC 원정 사업은 향후 북극해 수산자원 이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사업이므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미래의 해양수산자원 확보와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재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전문연구원
(jhahn@kmi.re.kr/051-79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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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노르웨이 북극연구기관 간 MOU: 2019년 6월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서명된 이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간 과학연구협력은 물론 각종 학술행사, 전문가 교류, 북극 의제 공동 대응 등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 행사에 참여한 연구기관으로는 한국 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 등 2개 기관, 노르웨이측은 노르
웨이 극지연구소, 난센환경원격탐사센터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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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K, IMO 지침 따른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 성공

■ 일본의 NYK 그룹은 지난 6월 IMO에서 채택한 자율운항선박 지침에 따라 최근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의 시험운항에 성공했다고 밝혔다.a)
-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시험기간 동안 NYK그룹 소속 자동차 운반선 아이리시 리더
(Iris Leader)는 탑재된 SSR(Sherpa System for Real ship) 항법시스템을 사용헤 일본 나고야
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최적운항시스템으로 운항했다.

그림 1. NYK그룹이 실시한 자율운항선박 시험항로

출처: The trial of MASS-related system/自律航行機能に関する実船実験, https://www.youtube.com/watch?v=Q
UKbMA5sjSA(2019. 10. 2. 검색)

- 자율운항선박 시험기간 동안 SSR의 실제 해상 성능시험은 기존 항법장치에서 벗어나 선박 주변
환경정보의 수집 및 충돌위험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최적경로와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을 통해 얻는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육상 시뮬레이터에서 얻지 못한
NYK그룹 SSR 시스템의 실현가능성과 최적운항을 확인했으며 선원들은 시험운항 중에 특별한
간섭활동 없이 통상적인 임무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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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MASS 시험운항을 마친 NYK ‘Iris Leader’ 자동차 운반선

출처: Martine Janssens Marine Traffic.com(2019. 10. 2. 검색)

- 향후 NYK그룹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SSR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고도화시킬 예정이며 유인
선박보다 안전한 운항과 선원의 작업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한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위원
(hspark@kmi.re.kr/051-79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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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n+%28gCaptain.com%29&goal=0_f50174ef03-89485a6fe1-169940757&mc_cid=89
485a6fe1&mc_eid=0d16777147(2019. 10.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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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슨, IMO의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 목표치 초과 우려
■ 2018년 4월에 IMO는 선박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a) b)
-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선박의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 본 전략의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선박 탄소배출
량을 2008년의 50%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이다.
- IMO는 해운업계에 205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앞서 2020년부터 황함유량이 0.5%이하인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화했으며, 2030년까지 200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했다.

■ IMO는 선박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a) b)
-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IMO는 선박 탄소배출량 총계기준(aggregate basis)을 제시
했다. 총계기준은 3가지(무역, 평균선속, 선대구성)이다.
- 첫 번째 기준인 무역(trade)은 물동량과 선박의 운항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톤-마일 증가율,
두 번째는 평균선속, 마지막으로 선대구성이다. 여기서 선대구성이란 선박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
(oil-fuelled), LNG 연료 추진선박 그리고 제로-카본 선박(zero-carbon)을 말한다. 제로-카본 선박
이란 수소 등의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이다.

■ 이미 2018년 선박 탄소배출량은 2008년 목표치 보다 20% 감소했다.a) b)
- IMO에서 제시한 선박 탄소배출량 총계기준(aggregate basis)에 따라 추정된 2008년 선박 탄소
배출량은 총 10억 2,500만 톤이다.
- 2018년 선박 탄소배출량은 총 8억 2,800만 톤으로 이미 해운업계는 선속 감소를 통해 2008년
보다 20% 정도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은 목표치의 3배 이상 될 것이라고 클락슨은 경고했다.a) b)
-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은 당해 연도 목표치의 3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클락슨이 주장했다.
클락슨은 2020년 이후 톤-마일 증가율 전망치가 연간 평균 1.7%(그래프 상에 붉은색으로 표시),
2018~2020년 사이의 평균선속을 0.4knots 이상 감속, 선대구성의 97% 이상이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클락슨이 전망한 상황이 2050년에 나타난다면 선박 탄소배출량은 2050년 목표치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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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O 선박 탄소배출량 목표치 달성 시나리오

출처: Clarkson Research/World Fleet Register(2019. 10. 4. 검색)

■ 클락슨은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 목표치(하늘색 실선)를 달성할 방안을 제시했다.c)
- 첫 번째 단계는 2020년 이후의 무역 연간 평균 톤-마일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하고, 평균선
속을 지금보다 8% 이상 감속, 2050년까지 LNG 연료 추진선(45%), 제로-탄소 선박 40%, 나머지
15%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선대를 구성해야만 이를 통해 IMO의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
목표치(약 5억 1,200만 톤)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50년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기존의 선대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d)
- 선대구성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클락슨은 덧붙였다. 기존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하던 선박의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LNG 연료유 추진선이 2040년에 '제로 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선대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전에 '징검다리(bridge)'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NG 연료
추진선은 2040년까지 약 50% 정도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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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産 LNG, 북동항로를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

■ 러시아, 증가하는 아‧태 지역 LNG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북동항로를 이용하다.a) b) c) d)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개방된 북극권 4가지 사업 분야
를 소개했다. 특히 해빙으로 인해 북극항로와 지하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 2019년 9월 러시아는 미국과의 분쟁으로 개발이 잠정적 중단되었던 카라해역 포베다(Pobeda) 연
안의 북극유정 재개발 가능성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대표적 석유 기업 로즈네프트(Rosneft)는
2014년 미국 파트너 회사인 엑손 모빌(Exxon Mobil)이 제공한 굴착 장비를 동원해 카라해역에서
첫 유정을 시추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은 러시아에 제
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카라해역 유정 개발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지로 에너
지 자원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에너지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노바텍은 야말 LNG 수출 프로젝트(Yamal LNG export project)를 통해 15척의 LNG 수송선
모두를 북동항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송에 투입했다. 북동항로를 통해 운송된 야말
LNG는 9월 전체 생산량의 25% 정도이며, 2018년 대비 2019년 북동항로를 이용해 아･태평양
지역으로 운송되는 전체 LNG양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중국의 친환경 정책,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러시아 LNG를 원하다.e) f) g) h)
-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로 에너지 자원 중요성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옮겨졌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분야, 특히 LNG분야에서 중국은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 2019년 9월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의 LNG 수요가 높아질 것을 예측하고 쇄빙선의 에스코트 없이
LNG 추진 유조선 자력으로 시베리아 제도와 브란겔 섬을 연결하는 북방항로 항해를 최초로 실시
하였다. 이번 항해에는 러시아 해운업체 소브콤플롯 소유의 최신 유조선, 코로레브 프로스펙트
(Korolev Prospect)호가 동원됐고 만선인 상태로 8월 23일 무르만스크 항을 출발해 9월 16일
중국의 동지아코우 항구에 도착했다. 이번 항해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12,000 해리)의
절반정도인 6,400 해리였다.
- 올해 12월에는 시베리아부터 중국 북동부로 이어지는 대략 4천 키로미터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는 미화 12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주로 시베리아 중심에 위치한
이르쿠츠크(Irkutsk)와 야쿠티아(Yakutia)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며 내년부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5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5년
에는 연간 38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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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운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영 해운회사인 코스코(COSCO
Dalian)의 해운해사와 자회사인 선원･선박관리회사(Seaman & Ship Management Co)에 제제
조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코스코의 러시아 해운합작 투자 회사인 티케이 LNG(Teekay LNG)사
또한, 제재 대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야말 LNG 합작 투자회사들(Yamal LNG
Joint Venture) 대부분이 코스코 해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LNG 해운회사(CLNG)를 파트
너로 두고 있어 야말 LNG 합작투자 회사들의 절반 정도가 제재 대상에 올라가며 계약 일정에
맞춰 운송이 힘들어 지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노바텍(Novatek)사는 긴급
하게 노르웨이 해운회사인 슈디(Tschudi)사와의 계약을 통해 야말에서 생산되는 LNG를 노르웨
이에서 환적해 운송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림 1. LNG 추진 유조선 프로스펙트호

출처: https://www.themoscowtimes.com/2019/09/04/powered-by-lng-russian-tanker-sails
-arctic-route-to-china-a67147(2019. 10. 14 검색)

■ 일본기업 일본 에너지 시장 구조변화로 러시아 LNG사업에 투자하다.i) j) k)
- 일본은 LNG 주요 소비 국가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으로 에너지 시장의 긴장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에 관해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 최근 일본은 캄차카(Kamchatka)주와 무르만스크(Murmask)주에 LNG전용 재충전 복합단지인
천연자원 터미널(Natural Gas Terminal)을 건설하는 협정서에 서명했다. 두 터미널 모두 야말
LNG 프로젝트와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모두 활용될 예정이며 매년 대략 2천만 톤의 LNG를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러시아의 노바텍사와 일본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는 몇 년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일본은 2009년부터
러시아의 사할린 2 프로젝트(Sakhalin 2 project)에 참가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새롭게 계약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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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6년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전략적
제휴 MOU를 시작으로 2019년 미쓰이 물산(Mitsui & Co)과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
(JOGMEC･ J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는 북극 LNG 2 프로젝트(Arctic
LNG 2 Project)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미쓰이 물산은 또한, 북방항로 개발 투자
MOU에 서명했다.
- 최근 중국 최대 해운사인 코스코 그룹(COSCO Group)이 유럽에서 북극해를 지나 일본으로 오는
시범항로 운항을 실시했다. 9월 13일 헬싱키를 출발해 3주 후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Tomakomai)
항에 도착해 선적한 목재 컨테이너들을 하적한 후 일본에서 목재펄프와 기타 다른 화물들을 선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마코마이 시장은 코스코 그룹 선박의 입항을 축하하는 대대
적인 환영식을 열고 환영사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득이 분명이 있으며 도마코마이
항을 북극항로의 허브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경호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klee88@kmi.re.kr/051-79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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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일관운송서비스 위한 물류 생태계 협력 강조

■ COSCO Shipping의 Wang Haimin 부사장이 Shenzhen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일관
운송서비스를 위해 선사, 포워더 등의 해운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
주목된다.a)
- Wang Haimin 부사장은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기업을 크게 두 가지 전략집단으로 구분한다.
- 첫째 그룹은 Maersk와 CMA CGM 등이 속한 집단으로 포워더 등 물류사슬 상의 기업들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 둘째 그룹은 MSC와 Hapag-Lloyd 등이 속한 집단으로 이미 자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해상운송
등의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 Wang Haimin 부사장은 이러한 양 극단의 스펙트럼 속에서 COSCO Shipping은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나아가 Maersk 등과 같이 포워더 등의 중간 협력 기업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일관운송서비
스를 추구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개방되고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Wang Haimin 부사장은 컨테이너 선사가 포워더, 항만, 물류기업 등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
- Wang Haimin 부사장은 최종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포워더와 NVOCC의 기
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사가 이들 중개 서비스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나아가 운송사슬 상의 다양한 물류기업, 즉 선사, 포워더, 항만 터미널, 육상 운송 기업 등이 일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나아가 Wang Haimin 부사장은 일관운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
- Wang Haimin 부사장은 최종 고객에게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물류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완성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공급사슬 상의 물류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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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COSCO Shipping은 해운-철도 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총
290개의 서비스 경로와 2만 개의 물류거점(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 COSCO Shipping은 2016년에 이 같은 해운-철도 복합물류서비스를 통해 1.1백만 TEU를 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병욱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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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 달성 위해 해운관련 업계와 공동 노력 필요

■ 주요 해운회사를 비롯한 항만 및 석유회사 연합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선박 및 해양연료 개발을 천명했다.a) b) c)
- 주요 해운회사, 항만, 은행, 석유회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0’인 선박 및 선박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탄소 제로화 연합(Zero Coalition)’을 조직했다.
표 1. 탄소 제로화 연합체
구 분

산업계

파트너

지식 파트너

지원

멤 버
Cargill, Lloyd’s Register, Trafigura,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Anglo-Eastern, Berge Bulk, Caravel Group, Danske Bank, Gard, Forward Ships,
KC Maritime, Kuehne + Nagel, MAN Energy Solutions, Marine Capital, MISC,
Port of Aarhus, RightShip, Siemens Gamesa, Skuld, Snam, The China
Navigation Company, Torvald Klaveness, Tufton Oceanic, Unilever, Vestas,
World Fuel Services, Wärtsilä Corporation, 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s
- Global Maritime Forum
- Friends of Ocean Action
- World Economic Forum
- Environmental Defense Fund
- Energy Transitions Commission
-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and University Maritime Advisory Services
-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SSI)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GIF)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North America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ssociation
- Getting to Zero Coalition partners

- 이러한 산업계의 움직임은 국제해사기구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08년 수
준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운
관련 사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선박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계와 국제해사기구의 노력이
없다면 2050년에는 현재보다 50∼25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의 벤 반 뷰든(Ben van Beurden)씨에 따르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 및 선박 연료의 개발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과제지만, 지금 건조된 선박이 수십년
동안 운항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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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b) c) d)
- 머스크(A. P. Moller Maersk)의 소렌 스쿳(Soren Skou) 최고경영자는 자사가 에너지 효율을 높
임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컨테이너선 한 척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 감소시켰고, 따라서 업
계에서 리더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박 추진
기술의 진화 혹은 청정 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관련 모든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의 토벤 볼레문트(Torben Vllemund)씨에 따르면 탄소 제
로화 선박은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며 현행 선박건조 기술 및 새로운 연료유의 사용으로 가능한 부분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탄소 제로화 선박은 연료유 이해 관계자 및 관련자들을 넘어서 선박 운항 전
체 체계의 변화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집단 행동 과제라는 의견을 전했다.
-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세계 11계 은행이 ‘포세이
돈 원칙’에 서명했다. 이 원칙은 해운회사에 대출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대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산업계 일부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
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탄소 제로화 연합체는 2023년 말까지 상업적으
로 운항 가능한 탄소 제로 선박이 출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해운 관련 산업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 해운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상선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서 선방하고 있기는 하나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화주 상생 등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산업인 해운 영역에서 우리의 상대편들은 이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체를 만들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려고 하고 있다.
- 선박 기인 환경문제는 운영 상 단순히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허성례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rhu0201@kmi.re.kr/051-797-4624)

참고자료

a) http://www.themeditelegraph.com/en/shipping/2019/09/23/shipping-sets-coursefor-zero-carbon-vessels-k9DvCfQ18piYJHXDb58e9O/index.html(2019. 10. 1 검색).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new-coalition-aims-to-make-zero-emissio
ns-shipping-plain-sailing/(2019. 10. 1. 검색)
c)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9279/Shipping-launches-m
oonshot-initiative-to-develop-zero-emission-vessels-by-2030(2019. 10. 1. 검색)
d)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9/09/23/maersk-aims-zero-emissions-ve
ssels-shipping-routes-2030/(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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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역 케이프사이즈선 누수 사고, 스크러버 고장이
원인
■ 해운업계에서 2019년 8월 싱가포르 해역에서 발생한 스크러버 탑재 선박 누수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a)
- 환경보호단체 Environmental Protection Alliance(EPI)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 선주가
운항해 온 케이프사이즈 건화물 운반선이 스크러버 시스템 누수에 의해 기관실이 침수, 8월말 운항
정지가 된 상태이다.
- 사건 개요를 요약하면 싱가포르 해역에서 운항 중이던 케이프사이즈 선박에 탑재된 스크러버에
고장이 발생했으며, 연이어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선박은 인근 항만으로 인양되었다.
- EPI 리포트에 따르면 8월 29일 브라질산 철광석을 적재한 20만 중량톤급 케이프사이즈에 스크러버
누수 사고가 발생했으며, 엔진덮개(Engine Room Casing) 상부에 설치된 펀넬(funnel)로부터 대량
의 물이 넘쳐나 기관실이 침수했다.
- 동 선박은 엔진실에서 발생된 배기가스 등이 펀넬을 통해 배출되어 왔으며, EPI 리포터 등은 탑재된
스크러버가 누수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 2020년 1월 선박 SOx 규제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누수 사고로 스크러버 운용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
- 2019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석유회의(Asia Pacific Petroleum Conference,
APPEC)에 참석한 EU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사 임원은 “SOx 규제 개시 여명기에 발생한 것으로,
동 사고는 우리 해운업계에 아직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영국 Trade Winds지에 따르면 동 선박 보유 EU 선주는 엔진 고장에 의한 운항 정지는 인정했지만,
스크러버 사고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담당한 수리조선소에 따르면 스크러비 장치 중 배관시설이 고장나 펀넬을
통해 물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누수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조만간 싱가포르 수리조선소
에서 수리를 완료하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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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SOx 규제가 발효되고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선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a) b)
- 2020~2023년까지 전 세계 2,800~4,000여척 선박에 스크러버 탑재가 예상되는데 특히 저유황유
가격이 높아질수록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선박이 증가할 것이다.
- 다만 스크러버가 원인이 되는 운항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사들은 저유황유 사용
등 다른 옵션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누수 사고가 스크러버 retrofit(기존선 탑재)에 필요한 수선 도크 내 인력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탑재 작업이 이루어져 스크러버 배관시설 설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a) b)
- 프랑스 알파라이너가 발표한 스크러버 retrofit이 완료된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은 2019년 7월
31일 기준 49척이며, 또한, 8월 1일 시점에서 스크러버 탑재 공사 중인 컨테이너 선박은 31척으로
완료 후에는 모두 80척에 달한다.
- 스크러버 탑재를 위해 dock에 입거하는 컨테이너선 등은 향후 급증할 예정으로, 전술한 80척을
제외한 550척 이상이 스크러버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계한 1척당 평균 탑재 공사 기간은 52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기(30~40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더 오래 소요되었으며, 일부 선박은 6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 공기를 맞추기 위해 스크러버 탑재 공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다가 탑재 대다수 공정이 수작업
으로 이루어져 스크러버에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선박 운항 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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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090(2019. 9. 12. 검색)
b)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230(2019. 9.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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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가스오일 수요, 11월 이후 급증 전망

■ 미국 에너지 컨설팅 업체 S&P Global Platts는 2019년 11월부터 마린가스오일
(Marine Gas Oil･MGO)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a)
- 미국 에너지 컨설팅 업체 S&P Global Platts의 크리스 미드 그레이 글로벌 디렉터(Global
Director)는 9월 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된 아시아 태평양 석유 회의(Asia Pacific Petroleum
Conference･ APPEC)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크리스 글로벌 디렉터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SOx 규제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11월경부터 마린가스오일(marine gas oil･
MGO)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 또한, 그는 IMO 규제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유시장은 바로 아시아 시장이며, 아시아 선박연료유
시장에 IMO SOx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현재 아시아는 중유가 부족한 반면 MGO는 풍부한 상태로, IMO 규제가 과잉 상태였던 MGO
소비를 늘리는 rebalance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S&P Global Platts는 SOx 규제가 당분간 MGO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전망했다.a)
- 선박 연료유 수요 전망에 대해 크리스 글로벌 디렉터는 현재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S&P
Global Platts는 SOx 규제 초기 단계에는 보수적 성향의 선주들로 인해 MGO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MGO는 이미 보급･사용이 보편화됐지만 저유황유는 사용이 시작단계이다보니 보수적인 선주들은
특정기간 MGO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 적합유는 혼합 안정성 문제가 상존해 안정성 문제 발생 시 연료 탱크가 다수 탑재된 대형선박은
대처하기가 쉽지만 탱크가 1개 탑재된 소형선박은 저유황유 보급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 MGO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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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MGO 가격이 상승하면서 0.5% 연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0.5% 연료와 MGO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a)
- S&P Global Platts는 0.5% 연료 제조 시 MGO가 일정량 혼합되기 때문에 SOx 규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MGO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다만 장기적으로는 스크러버 탑재선의 증가가 MGO 수요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연초 전 세계 스크러버 탑재 선박은 2,400~3,500척으로 추정된다.
-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선박이 늘어날수록 MGO 수요는 감소하면서 0.5% 연료와 MGO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S&P Global Platts는 스크러버에 대해 운용 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a)
- 스크러버 탑재선이 지역 규제 등에 의해 고유황 C중유에서 MGO 등으로 전환을 요구받았을 때
선내탱크 내 연료유의 점도 변경 등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 고유황 C중유와 MGO 등은 점도가 상이해 연료탱크 내 고체 찌꺼기인 슬러지 등이 발생해 운항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안영균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g@kmi.re.kr/051-79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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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546(2019. 10.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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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송에 대한 사이버 위협 우려 높아
■ 자율운송은 승무원의 반복적인 작업을 덜어주며 안전성 향상을 포함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a)
- EU의 보고에 따르면 해양사고(부상, 사망, 선박 손상)의 42%가 항만지여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선
사망사고 중 44%는 예인선에서 발생했다. 혼잡한 운송, 가시성의 제한, 제한된 기동성 및 집중적
도킹활동은 모든 항만의 위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자율운송 도입을 위해 Rolls-Royce는 자동화 예인선을 시연했으며, 시스템 제공업체 Wärtsilä는
자동 정박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있다.

■ 사이버 공격이 모든 산업을 위협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a)
- 자율선박이 해상운송의 미래라면 사이버 위협은 자율운송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패는 선주, 항만운영자 및 보험업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험은 물리적 자산에도 영향을 준다. 2015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변전소
배전관리 시스템을 해킹해 225,000명의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해상
사이버 보안 공격은 이와 비슷하게 추진엔진, 항만의 크레인 및 기타 취약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선박 모니터링 분산제어시스템(DCS)을 이용할 수 있다.
- 공격의 피해는 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회사의 평판, 브랜드, 직원의 신체적 상해, 재정적･ 법적
악영향이 뒤따른다.

■ 자율운송의 대부분의 해상사고 원인인 인적 오류를 줄여주지만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고려해야 한다.a)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항행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스
푸핑*으로 인해 승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조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 스푸핑: 개인이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타인으로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이점을 얻는 공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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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GNSS 스푸핑은 사이버 공격의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2013년 텍사스대학교 연구팀은 GPS
스푸퍼, 소형안테나와 노트북을 사용해 8천만 달러의 개인 요트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연했다.
당시 선박은 실제 회전하고 있었으나, 차트와 승무원들은 직선으로 항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 사이버 보안을 위한 규제자들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이 경쟁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a)
- EU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를 넘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 세계의 표준지침화 되고 있다. 해운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국제해사기
구(IMO)는 자율운항을 규율하는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 해운업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운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나 복잡성과 위험요소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방어수단 이상이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끄는 경쟁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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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marinelink.com/news/autonomous-shipping-cyber-hazards-ahead-4715
87(2019. 10.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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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선사들, 수소 동력 소형 선박 개발 계획 수립
■ 노르웨이는 2026년까지 피오르드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무배출(zero-emission)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a)
-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연료 선박이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 및 실증작업을 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IMO가 2050년까지 국제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50% 줄이려는 초기
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운송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 Hyon AS사는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고속여객선과 화물 자동 취급이 가능한
연안 컨테이너선을 개발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a)
-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600만 유로 지원을 받아 폴란드, 스웨덴, 오슬로 피오르드를 연결하는 연안
화물선(200개 적적재 컨테이너)을 개발할 예정으로 선박이름을 Seashuttle로 했다.
- 해당 프로젝트에서 Hyon AS사의 파트너는 유럽 복합운송사업자 Samskip, 물류컨설턴트
FlowChange, 기술회사 Kongsberg Maritime 및 Kongsberg Maritime과 Wilhelmsen의 자
율운항선박 기술 공동 벤처인 Massterly이다.
- 높은 수준의 자율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 Seashuttle 선박은 디젤-전기 추진, 가스-전기 추진,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운영 유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실제 연료 전지 및 배터리와 결합한 발전기, 디젤 발전기 및 프로펠러를 시뮬레이션하는
시험이 Kongsberg 해양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 Samskip사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근거리 해상 운송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아직 규제 승인,
안전성 평가, 추진 동력 모드 간의 원활한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 노르웨이 여객선 운영사인 Norled은 수소동력 카페리선 및 관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b)
- 첫 번째 프로젝트는 Hjelmeland, Nesvik, Skipavik 지역을 운항할 여객선으로 차동차 80대, 트럭
10대, 승객 299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액체수소와 연료전지를 이용해 구동된다.
- 배터리 기술이 카페리와 고속페리에 동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와 수소연료
전지가 혼합된 형태이며 에너지가 50:50 비율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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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의 액체수소와 400kW의 연료전지를 탑재할 예정이며, 이 에너지 시스템은 안전성과 실용성을
이유로 상단 데크에 배치된다.
- 새로운 기술이 디젤추진 여객선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르웨이 해양청과 연계해
심층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액체수소가 유럽으로부터 수입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여객선은 많은 양의 수소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에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노르웨이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여객선항로 가
까운 곳에서 생산해야 한다.
-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내 LH2의 공급망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수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2여객선의 수소시스템 구현을 위한 투자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 말경에 취해진다.
- 현재는 액체수소가 압축수소에 비해 4배 많은 에너지를 운반함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압축수소가 액체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수소 활용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a)
- 두 회사의 프로젝트 모두 노르웨이의 연구위원회, 노르웨이 혁신위원회, Enova가 참여한 Pilot-E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에 속한다. Pilot-E 이니셔티브는 배기가스 무배출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억 유로(한화 약 1,307억 원) 이다.
- 기술력, 인프라 등의 문제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수소 활용의 대중화 및 상용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환경성의 측면에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항만･해운물류
분야에서 수소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 노르웨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수소활용 방안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타 국가의 기술수준. 적용시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참고자료

a) https://www.rivieramm.com/news-content-hub/hydrogen-fuel-cells-gain-momentum
-in-maritime-sector-56087(2019. 10. 14 검색)
b) https://www.rivieramm.com/news-content-hub/norwayrsquos-first-hydrogen-powered
-car-ferries-take-shape-55559(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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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산업용 로봇 설치대수, 전년비 5% 감소

■ 세계로봇연맹은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a)
- 2018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42만 2천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로봇 판매금액은
165억 달러로 추정했다. 로봇 판매금액은 로봇 설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2008년 11만 5천대이며,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6만대로 전년
보다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용 로봇 투자를 유도한 영향으로 2011년부터 산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은 19% 이다.
-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인 아시아의 2018년 설치 대수는 28만 3천대로 전년보다 1% 증가했
으며,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은 7만 76천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아메리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그림 1. 세계 지역별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2008-2018)
(단위: 1,000대)

출처: https://www.ifr.org/downloads/press2018/Executive%20Summary%20WR%202019%20Industrial%20Robo
ts.pdf(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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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세계 시장의
74%에 달했다.a)
- 중국은 2013년 이후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이며, 2017년과 2018년 전체 설치 대수의 36%를
차지했다. 2018년 설치는 15만 4천대로 전년(15만 6천대) 보다 1% 감소했다.
- 일본은 2018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2%를 생산했으며, 설치는 약 5만 5천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일본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2013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다.
- 미국의 2018년 산업용 로봇 설치는 4만대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국가
제조 산업의 자동화 진행 영향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 설치는 3만 8천대로 전년대비 5% 감소했으나,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
율은 12%에 달했다.
- 독일의 로봇 설치는 2만 7천대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로봇은 주로 자동차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로봇 시장이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순이다.

■ 산업용 로봇의 최대 소비처는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금속 및 기계산업 등의 순이다.a)
- 2018년 산업용 로봇 중 30%가 자동차산업에 공급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
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동차산업에 설치된 로봇 중 79%는 중국
(39,351대), 일본(17,346대), 독일(15,673대), 미국(15,246대), 대한민국(11,034대)에 공급됐으며,
세계 4번째 자동차 생산국인 인도에 2,100대가 공급됐다.
- 전기‧전자산업(컴퓨터 및 장비, 라디오, TV 및 통신 장치, 의료 장비, 정밀 및 광학 기기 포함)의
로봇 설치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했으며, 2017년에 12만 2천대로 전체의 31%를 차지
했다. 그러나 2018년 전자 장치 및 부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크게 감소해 전년 대비 14%
줄었다. 2018년 전기/전자산업 로봇 중 79%는 중국(43%), 대한민국(19%), 일본(17%)에 설치
됐다. 베트남에는 2017년 주요 프로젝트로 7천대가 설치됐다.
- 금속 및 기계산업에는 약 4만 4천대가 설치돼 전년대비 1% 감소했다. 금속 및 기계산업의 주요
설치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덴마크 등의 순이다.

■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개발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b) c)
- Clarksons 자료에 따르면, 세계 LNG선 수주잔량 138척 중 78%는 우리나라에서 건조될 예정이
며, 2만TEU 급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량 43척 중 28척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4척은 일본의
이마바리조선소에서 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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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바리 조선소가 건조 예정인 컨테이너선은 20,150TEU급 6척이며, 이는 삼성중공업이 미쓰이
상선(Mitsui OSK Lines)에서 수주 받아 2017년 인도한 컨테이너선 4척과 동일한 선형(20,150
TEU)이다.
- 2019년 6월 13일,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로봇 등 미래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협력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했다. 이는 자율운항 선박 개발 공동연구 합의서
(삼성중공업),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MOU(삼성중공업),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 MOU
(현대중공업), 유럽 로봇 시험･인증 협력 MOU(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다.
- 우리나라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활용하고,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에서도 경쟁력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일란 정책동향연구본부 해양수산통계분석센터 전문사무원
(1ran@kmi.re.kr/051-797-4782)

참고자료

a)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robot-investment-reaches-record-16.5-billion
-usd(2019. 10. 15. 검색)
b) http://www.clarksons.net(2019. 10. 15. 검색)
c)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31200003?section=search(2019. 10. 15. 검색)

162 |

스코틀랜드, 첫 북극정책 발표 … ‘해운･물류부문의 주요
근북극권 파트너’임을 강조
■ 스코틀랜드가 첫 북극정책을 발표했다.a) b)
- 아이슬란드가 개최하는 북극써클총회에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1)하는 등 ‘북부지역에 위치한
이웃과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추구해온 스코틀랜드가 지난 9월 첫 북극정책인 ‘스코틀랜드의
북극정책 지침(Scotland’s Arctic Policy Framework)‘을 발표했다.
- 금번 발표된 북극정책은 Orkeny섬과 Shetland섬, St. Andrews대학 북극센터, 유럽정책 및 연구
센터, 스코틀랜드해양과학협회, 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 등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
(Arctic Steering Group)의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
- 정책보고서에는 총 6개 주요 방향(△북극을 지향하는 스코틀랜드 △교육･연구･혁신 △문화적 유대
△지역사회 간 연결성 △기후변화･환경･청청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스코틀랜드가 북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다.
- 특히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 스코틀랜드-북극 간 연계성 강화 및 새로운 관계 구축 목적의
스코틀랜드정부 외무국 내 북극부서를 신설하고, 2) 스코틀랜드-북극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
키고 북극과 새로운 국제협력 기회를 만드는 제3섹터와 지역사회 기반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 1. 스코틀랜드 북극정책지침
주요 방향

북극을 지향하는 스코틀랜드

교육･연구･혁신

실천방안





지속적으로 북극 컨퍼런스에 스코틀랜드 대표단 파견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북극 거버넌스 관련 이니셔티브 지지
북극권 국가 및 기관과 양자･다자 협력 추진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 불문 ETC 프로그램, Erasmus+, Horizon 2020
등에 계속 참여하도록 영국정부 지속 로비







UArctic North2North 프로그램에 스코틀랜드 고등교유기관의 참여 장려
시골지역에 교육제공을 희망하는 북극파트너와 협력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센터의 북극연구 협력 장려
스코틀랜드 및 북극 교육기관 간 다학제 북극연구 장려
Marine Science Scotland를 통해 북극 해양과학 연구협력 지속 및 증진

1) 2017년 북극써클총회의 경우 전체 참가자의 15%(313명)가 스코틀랜드 대표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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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향

실천방안


문화적 유대







지역사회 간 연결성






기후변화･환경･청청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 Foundation과 협력하여 북극
기관 대표를 초청하는 등 스코틀랜드-북극 문화정책 교류 증진
Visit Scotland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증진을 목적으로 Nordic
Council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사항 발굴
창조산업 분야에서 스코틀랜드와 북극권 국가 간 협력 사업 장려
원주민 및 소수민족 언어의 보존 경험을 공유
지역사회 재생 증진과 관련된 모범사례 파악을 위해 북극권 국가와 협력
Scotland의 ‘2018 청년의 해’ 등 외진지역의 청년인구 유지 관련 사례
공유 기회 모색
스코틀랜드와 북극권 국가 간 청년층 교류 활성화
시골지역에서의 연결성, 공공보건,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 공유 증진
국가섬계획 수립 경험을 북극권 국가와 공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속 활동하고 Just Transition
Commission의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배출량 감축 노력에 동참할
북극권 기구화의 협력기회 모색
해양 오염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대한 과학지식 및 전문성 공유
교통부문 탈탄소화, ULEV 등의 분야에서 양자･다자 지식공유 기회 모색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 관련 모범사례
개발에 관심 있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
주요 근북극권 해상교통 및 물류 파트너로서의 스코틀랜드의 위상 홍보 및
세계적 허브 구축 기회 모색
무역 사절단과 Global Scots의 파견 등을 통해 북극권 국가와의
무역･투자 관계 강화 기회 모색
환경적으로 안전한 해양플랜트 해체작업을 선두하는 국가로써 북극지역과의
관계 강화
해양계획에 관한 양자･다자 방식의 정보 공유를 통한 해양생물종･서식지
보호 개선 및 해양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Wellbeing Economy Governments 그룹 참여 경험 공유

출처: Scotland’s Arctic Policy Framework, 2019

■ 스코틀랜드는 북극정책을 통해 ‘해상운송 및 물류부문의 주요 근북극권 파트너’임을 강조
했으며, ‘북극으로 가는 유럽관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a) b) c)
- 중국이 2018년 북극정책에서 ‘근북극권 국가’라고 소개했다면, 스코틀랜드는 북극정책을 통해 ‘해
상운송 및 물류부문의 주요 근북극권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 우선, 북극정책 첫 페이지에 배치한 북극권 지도에 통상 ‘북극권’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북위 66도
의 선이 아닌 북위 55도를 그려 스코틀랜드도 북극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주지하려는 점이 인상적이다. 왜 스코틀랜드가 북극과 역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간
스코틀랜드의 북극 관련 활동을 설명하는데도 상당 부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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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코틀랜드는 ‘북극으로 향하는 유럽관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스코틀랜드가 ‘지리적
으로 북서유럽지역의 변방이 아닌 북극지역을 세계와의 연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고
이를 위한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 비북극권에서 국가 이외의 하부 주체가 북극정책을 발표한 사례는 스코틀란드가 처음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북극정책 발표에 앞서 부산시가 ‘부산시 북극정책’을 내놓은바 있다.
- 현재 부산시는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극 주요 도시와
MOU 체결, 부산 극지타운 조성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는 대부분의 비북극권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북극 관련 주요 컨퍼런스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 세션을 개최하는 등 스코틀랜드의 ‘근북극’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금번 발표된 스코틀랜드의 북극정책에 담겨있는 그간의 북극 활동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은 시
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점차 비국가 주체의 북극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a) Scotland’s Arctic Policy Framework, 2019.
b) https://www.highnorthnews.com/en/what-remains-not-so-evident-what-scotlandwants-arctic-return(2019. 9. 27. 검색)
c)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405000432(2019. 10.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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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선박 ‘후아 푸’호, 미얀마 근해 출현

■ 미얀마 근해에 출현한 ‘후아 푸(Hua Fu)’호의 위치 정보 불투명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다.a) b) c)
- NK Pro 선박 추적기에 따르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아 푸(Hua Fu)’호가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미얀마 근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아 푸(Hua Fu)’호는 이전에도
미얀마를 기항한 사례가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8년 3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다.
- 미얀마 항만청(Myanma Port Authority)에서 관리하는 정박자료(Berthing List)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정박 및 도착 일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최종 목적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림 1. 미얀마 근해에서 포착된 ‘후아 푸(Hua Fu)’호 (2019년 9월 26일)

출처: https://www.nknews.org/pro/un-sanctioned-ship-appears-near-myanmar/(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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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결의안에 따라 ‘후아 푸(Hua Fu)’호 입항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파나마
국적기를 달고 계속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a) b)
- 유엔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와 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UN 전문가 패널(the UN Panel of Experts)은 미얀마
정부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 및 거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미얀마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사실은 부인했지만, 미사일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유엔 결의안(UN resolutions)에 따라 현재 ‘후아 푸(Hua Fu)’호의 입항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파나마 해양당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해당 선박 등록을 취소시켰다. 따라서 ‘후아 푸
(Hua Fu)’호는 여전히 파나마 국적기를 달고 운행하겠지만, 국제 항해나 무역에 필요한 필수 문서
및 국적 등록을 허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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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nknews.org/pro/un-sanctioned-ship-appears-near-myanmar/(2019. 10.
8. 검색)
b) http://www.mpa.gov.mm/announcement/berthinglist26092019(2019. 10. 8. 검색)
c) https://www.marinetraffic.com/en/ais/details/ships/shipid:673489/mmsi:353715000
/imo:9020003/vessel:HUA_FU(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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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성 주장

■ 지난 9월 17일 국제운수노련은 톤세제를 비롯한 해운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Lloyd’s List가 전했다.a)
-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Federation) 보고서는 일년에 약 30억 유로의 보조금이
전 세계 해운산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 보조금의 주요 형태는 1) 톤세제, 2)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3) 선원
임금 비용 경감에 지원되는 재정 수단 등으로 언급되었다.
- 각 형태별로 약 10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있고,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특히 톤세제의 경우는 각 해운 국가들이 경쟁 국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 그러나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정책의 목적/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 국제운수노련은 이 같은 비판과 함께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운송의 탈탄소화
정책과 혼잡 경감 등의 공공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과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해운산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고병욱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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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loyd’s List, Maritime subsides failing to achieve goals, 2019. 9. 17.(2019. 10. 11. 검색)

저유황유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화주들 혼란

■ 화주와 포워더는 IMO 규제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항로에 부과하는 할증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a)
- 유럽화주협의회의 Jordi Espin 해상운송 부문 정책관리자는 할증료 산정방식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우며 항로마다 다른 요금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홍콩 포워딩회사의 CEO는 새로운 정기선 요금에 혼란스럽다며, “혼동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 같으며 각 항로마다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a)
- 또한, “이 비용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 Espin씨는 일부 선사(항로)가 저유황유 연료 전환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
려했다.a)
- BAF(Bunker Adjustment Factors)와 기타 할증료가 종종 낮은 운임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이러한
할증료를 왜 청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사우디 유전에 대한 공격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하기 전부터 분석가들은 IMO 2020 규제로
인한 선사들의 저유황유 사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연간 100-150억 달러의 추가 연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a)
- 컨테이너 해운산업이 지난해 약 15억 달러의 총이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선사들은 연료비
상승분 전부를 고객에서 전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의 회원사인 에버그린(Evergreen Line)은 10월 1일
부터 미국항 선적화물에 대해 저유황유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Espin씨는 “공급망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화주는
연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야한다.”고 했다.a)
- 또한, 선사마다 저유황유 사용에 대한 할증료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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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팍로이드는 올 4분기 중에 저유황유를 사용하기 시작해 MFR(Marine Fuel Recovery)을
통해 더 높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a)
- MFR은 분기 또는 월간 유가 변동이 45달러 이상인 경우 일간 연료 소모량, 연료유 종류와 가격,
항해 및 항만 정박 일수, 운송량(TEU)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된다.

■ 머스크는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저유황유 가격을 기준으로
BAF를 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a)
- 현물과 3개월 이하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고가의 IMO 2020 호환연료의 추가 비용을 회수하는
매커니즘인 EFF(Environmental Fuel Fee)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매커니즘에 대한 정보는
2019년 9월 11일 고객에게 제공했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hpark83@kmi.re.kr/051-79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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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liner-customers-bewildered-by-new-lowsulfur-fuel-charges/(2019. 10.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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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wry, 미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선･화주 상호 이익에
도움될 것
■ 글로벌 해운 컨설팅 업체인 Drewry와 해운 공급망 기술업체인 CyberLogitc.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해운회사와 화주가 선도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 플랫폼이 선박
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임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
- 해상운송 서비스시장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수요부문의 특성과 고정된 공급부문의 특성으로 인해
운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Drewry는 온라인 기술 플랫폼이 글로벌 정기선 현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평가했다.

■ e-비즈니스 부문 책임자인 Philippe Salles씨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해상운송 서비스를 사전에 유연하게 구매 또는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그간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a)
- 또한, 사전 물량계약은 시장의 수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수요-공급 불일치 및 운임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해운회사의 경우 사전적 선복 매매 물량계약을 통해 선사의 수익을 예측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a)
- 운임 변동성이 감소하면 선박의 손익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송장의 정확도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 또한, 운임 선도매도를 통해 운임하락에 대한 효과적인 헤지 기능을 할 수 있다.

■ 화주와 포워더의 경우 운임 변동성 감소와 운임 선도매입을 통해 제품 판매 마진을 보호
하고 운임 상승에 대한 효과적인 헤지 기능을 할 수 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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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컨테이너 현물시장 거래구조도

출처: Co-researched by Drewry and CyberLogitec,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tudy-fin
dings-drewry-believes-future-online-marketplaces-could-bring-mutual-benefit-to-both-carriers
-and-shippers/(2019. 10. 12. 검색)

■ IT 기업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부킹, 문서화, 운임 결제 및 화물 확인과 관련된 사전 협
상 기능을 전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a)
- 따라서 모호한 운임계약, 불확실한 부킹 및 화물상태, 신뢰할 수 없는 계약, 낮은 송장의 품질
등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운송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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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tudy-findings-drewry-believes-future-o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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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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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유회사, 황 함유량 0.5% 벙커유 공급 시작

■ 일본 3대 정유회사는 10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3개월 후 시행할 선박연료
유의 황 함유량 규제에 대비해 황 함유량 0.5%의 벙커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a)
- IMO 기준을 충족하는 벙커유는 일본의 3대 정유사인 JXTG Nippon Oil & Energy, Idemitsu
Kosan과 Cosmo Oil에 의해 공급된다.
-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 9월 세 정유회사의 IMO 기준 벙커유를 사용한 선박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양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에서
0.5%로 줄일 예정이다. 이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인 0.1%인 배출통제 구역 밖에서 적용
된다.a)
- 선주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스크러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본 최대의 정유회사인 JXTG Nippon Oil & Energy는 10월 1일부터 일본 내 6개
정유소와 일본 북서부 니가타의 석유 터미널에서 0.5% 유황 벙커 연료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회사 대변인은 밝혔다.a)
- JXTG의 0.5 % 유황 IMO 준수 벙커 연료유는 현재 북동부의 센다이 정유소(145,000 b/d), 도쿄
만의 네기시 정유소(270,000 b/d) 및 사카이 정유소(135,000 b/d), 미즈시마 정유소(320,200
b/d), 서쪽에 마리 푸 정유소(120,000 b/d), 남서쪽에 오이타 정유소(136,000 b/d)에서 공급된다.
- 그리고 동해 카시마 정유소(197,100 b/d)와 도쿄만 치바 정유소(177,000 b/d)에서 IMO 호환
벙커 연료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JXTG는 또한, 북쪽 무로란, 서쪽의 사카이 미나토, 남서부의 기타큐슈, 나가사키 및 가고시마에
있는 5개의 다른 석유 터미널에 IMO 호환 벙커 연료유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예정된 공급 개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 JXTG 대변인은 회사의 0.5 % 유황 벙커 연료유 공급은 센다이 및 마리 푸 정유소의 원양 정기선
에만 가능하며, 카시마, 치바, 네기시, 사카이, 미즈시마 및 오이타 정유소는 원양정기선 및 연안
선박 모두에 IMO 호환 연료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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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위의 정유회사인 Idemitsu Kosan도 전국 6개 정유소에서 IMO 호환 벙커 연료
유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a)
■ 일본 3위의 정유회사인 Cosmo Oil은 10월 1일 도쿄만의 치바 정유소(177,000 b/d),
일본 중부의 요카이치 정유소(86,000 b/d) 및 서부의 사카이 정유소 (100,000b/d)에서
유황 벙커 연료유 공급 개시를 확정했다.a)
- 한편 Cosmo 오일은 0.1%, 1.0%, 0.5% 등 황 함유량이 다른 연료유 저장 시설이 부족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박성화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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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유조선 운임 급등

■ 초대형 유조선(VLCC) 운임이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a)
- 해운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최대 선사 중 하나인 중국 코스코쉬핑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란 수송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운임 상승 요인 중 하나이다.
- 발틱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중동과 중국 간 유조선 운임은 2017년 초 이후 가장 높았다.
- 블룸버그 NEF의 오일 분석가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스크러버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약 700대의 유조선이 스크러버를 설치할 예정이다.

■ 최근 초대형 유조선(VLCC)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해 리먼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섰다.b)
- 10월 10일 BDTI는 119포인트 상승한 1,561포인트를 기록했다.
- 클락슨 플라토증권의 운송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선박 공급에 대한 용선 업체의 우려가 커졌으며,
아라비아 만에서는 11월 선적을 위해 5대의 VLCC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 프레이트 웨이브에 따르면 VLCC 운임은 다음 요인에 의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1) 트럼프 정부
의 중국 코스코쉬핑 자회사인 코스코쉬핑다롄에 대한 제재 조치, (2) 계적절 수요 증가, (3) IMO
2020(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정책)에 따른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탱커 및 관련 활동 강화, (4)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향후 공급에 대한 우려로 수입 업체의 수요 증가, (5) 이란에 대한 제재
등 이다.

■ 유조선 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아시아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c)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파업 및 중동 유조선 공격과 같은 요인으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 더
고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한 이란산 원유 운송에 대한 조치가 원유 운임을 급등
하게 했다.
- 아시아 정유 업체들이 중동, 아프리카 및 미국의 장거리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운임 상승
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10월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SK에너지는 11월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기 위해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용선 계약을 맺었다. 이는 9월 초에 비해 약 61%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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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 위해 나용선 방식 모색
■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를 위해 일본 선사와 상사가 국내 선주를 활용한 LNG 운
반선의 나용선(Bare Boat Charter･BBC)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a)
- LNG 운반선의 신조액은 대략 1척당 원화 약 2,000억 정도이며 진행 중인 카타르, 모잠비크, 파푸
아뉴기니, 러시아 야말 2 프로젝트 등 메가 상담군의 선박 수요는 총 100척을 넘어 도합 원화
20조 원 규모의 거액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일본 대기업 해운선사들은 현재 불황으로부터의 출구가 간신히 보이기 시작한 단계에 있어 재무
여력은 적다.
- BBC는 용선기간이 장기일 경우 선사측 대차대조표에서 부외(off balance) 취급이 되지 않아 부채
로 계상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지지만 신조자금 추가 대출 없이 적은
용선료만으로 실제 선박을 보유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선주측 관점에서는 리먼 쇼크 이후 세계 주요 선사들이 드라이 벌크 선대의 신조나 용선을 축소시
키는 가운데 LNG 운반선은 중요한 장기 대선 자산이 될 수 있다.
-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의 LNG 운송물량을 일본 선사가 세토
내해 근해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을 나용선해 수송하는 안건이 나오기도 했다.

■ 세토내해 출장에서 돌아온 일본 상사기업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계에 카타르발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싶은 의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현 분위기를 설명했다.a)
- 이마바리시 소재 모 선주는 "LNG 운반선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일본 선사들이 카타르 정부의
9월 일본 방문 이후 LNG 수입 상사와 협력해 LNG 운송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선주는 카타르발 신조 안건에 일부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 반면 신중한 의견도 있는데 이마바리시 소재 선주사인 세노기선의 세노 요오이치로 CEO는 "척당
200억 엔의 LNG 운반선에 자기자금 20%를 투입하면 40억 엔이 된다. 물론 20년간 선사로부터
용선료를 받겠지만, 이 거대한 남은 자금(160억 엔)을 용선기간인 2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투자
효율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또한, 선박관리를 강점으로 갖는 일본 선주 중에는 BBC 방식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선박
관리는 선주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은 대형 신조 안건이라면 메가 컨테이너선의 선박
관리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컨테이너선이 선가가 낮아 신조 발주 리스크도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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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발 신조 안건에 일본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최대 관건은 선주에게 자금을 공급
하는 지방은행의 대출 자세이다.a)
- 일본 상사 관계자는 "아직도 지방은행은 카타르발 LNG 운반선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카타르가 일본 조선소에 발주할 경우 지방은행 등 일본국적 금융기관의
대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 다만 LNG 운반선 1척의 필요자금은 18만 중량톤급 케이프 사이즈 벌크 3-4척 금액과 맞먹으며,
지방은행의 선박 대출 자금 전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게다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척에 대해 대출하면 컨테이너선 등 다른 선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일본의 LNG 운반선 신조 자금에 대한 신규 자금출처로, 구입 선택권부 일본식 운영
리스(Japanese Operating Leases with Call Option･JOLCO)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a)
- JOLCO는 리스 회사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사가 어레인져(arranger)가 되어 일본 내
복수의 투자가가 출자하는 특수 목적 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를 설립하는 것으로,
SPC는 출자금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합해 선박을 신조하고 국내외 선사에게 이를 리스하게
된다.
- 선사는 자기 자금 소요 없이 LNG 운반선대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SPC 투자자도
공동출자로 자금 부담이 낮다 보니 SPC가 요구하는 리스료도 저렴한 편으로 선사 운임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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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620(2019. 10. 4. 검색)

ONE, ‘컨’ 수송･항만운영 분야 연구소 설립

■ 3개(NYK, MOL, K-Line) 컨테이너 선사들의 사업통합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Ocean Network Express･ONE)가 10월 1일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에 컨테이너
및 항만운영 연구센터인 차세대 해상 컨테이너 수송 연구소(Advanced Ocean
Container Transportation Engineering Lab･AOCTEL)를 설립했다.a)
- 동 연구소는 기존 구마모토현에 있던 구마모토 구조계획 연구소를 개편한 것으로, 컨테이너 수송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관련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연구도 수행할 예정으로, ONE이 컨테이너 분야
글로벌 육상 해기센터로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술한 구마모토 구조계획 연구소는 원래 2014년 9월 NYK가 구마모토현 내 개설한 민간연구소로
NYK가 도쿄 등 중심부가 아닌 지방에 설립한 점이 당시 주목을 끌었다.
- 2018년 4월 3개 컨테이너 선사 사업 통합에 따라 NYK 운영 하의 동 연구소는 ONE 운영의 연구
소로 전환된 바 있다.

■ ONE은 현재 컨테이너 해상운송 및 항만운영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전 세계
11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마모토는 이중 하나이다.a)
- 2019년 9월 31일 기준 구마모토 구조계획 연구소의 컨테이너 연구자는 25명, 이 중 항만운영
등 운송 효율성 개선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22명으로 세계 11곳 중 최대 규모이다.
- 구마모토 구조계획 연구소는 ONE이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최적 기항
항만을 추정해 왔으며, 특히 홍콩, 싱가포르 및 뭄바이 등 3개 항만에 대한 항만운영 효율성 등을
계측해 항로별로 어느 항만에 기항하는 것이 선사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기도 했다.
- 구마모토 구조계획 연구소 25명 가운데 일본인 해기사는 3명이며, 이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파견된 6명이 재직하는 등 이 연구소의 국가 간 협력 수준은 높다.

■ ONE은 현재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 정비･개발된 상
태이나 해운 및 항만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체화된 해기 기술이 부족해 운영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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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이와이 야스키(岩井泰樹) 상무는 “ONE의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해외 엔지
니어링 석학과의 협업으로 해당 항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효율성 증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 또한, 이와이 상무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등의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 해상운송의 안정성･신속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제협력을 토대로
해기(海技)를 지속 발전시키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고 연구소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 ONE 나카이 타쿠시(中井拓志) 전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협업을 통해 운송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접점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호소했다.

■ AOCTEL은 스마트 항만 운영, 항만 보안 시스템, 운영 실무자 교육 등 해운･항만 운영
부문에서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각
사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다.a)
- 2019년 10월 1일 설립된 AOCTEL 연구소는 참가하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각각 이사를 선출하고
조합을 만들어 연구소를 운영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 ONE은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인 해상운송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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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546(2019. 10. 2. 검색)

BIMCO, 내년 3월부터 황 성분 0.5% 이상 선박연료유 선상
보유 금지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SOx 규제 관련 국제해운
단체인 발틱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BIMCO)는
2020년 3월 1일부터 황 성분 0.5% 이상 선박연료유의 선상 보유 금지를 강력히 규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a)
-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성분을 0.5% 이하로 규제하는
데 이어 3월 1일부터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 0.5% 이상
선박연료유의 선상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 BIMCO는 2019년 9월말에 IMO의 선상 보유 금지 규제에 부응해 위반 여부를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한 것이다.
- 로버트 페더슨(Robert Pederson) BIMCO 부사무총장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선주와 선박 운전
원은 보조기름을 포함해 출항 전(연료 펌프 가동 전) 지정된 공인 검사원에 의해 선박연료유 중
황 성분 함유량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BIMCO는 출항 전에 이루어지는 정규 공식 검사 이전에 선주･선사 스스로 황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a)
- BIMCO가 권장하는 자가 연료유 성분 테스트는 연료 공급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측정장치에
통과시킴으로서 몇 분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실효적이다.
- 자가 측정 장치의 가격은 대당 1만 5,000달러에서 3만달러 정도인데, 여러 척의 선박이 공동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높지 않은 편이다.
- BIMCO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박은 펌프 능력에 한계가 있어, 기존 고유황 선박연료유 1,000톤을
비우는데 최대 9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3월 1일까지 고유황유를 제거하기 위해 선사들은 2월 초순부터 탱커 세정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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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CO는 위반 시 해당 선박의 구류나 비적합유의 육상 처분(연료유의 양륙)을 강제화
해 위반행위가 선주･선사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a)
-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규 연료 테스트는 선박 출항 이전에 실시되며, 검사결과는 선박이
출항해 해상으로 나온 시점에서 판명되므로 위반 시 해당 선박은 다시 항만으로 복귀해야 한다.
- IMO가 선상 보유 금지 조항 위반 시 비적합유의 육상으로의 환송을 강제화 하기 때문에 선박은
출항 항만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 페더슨 부사무총장은 복귀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확실히 자가 측정 장치구입
에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위반행위 적발 시의 비용 발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는 9월
16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의 SOx 규제에 대
응하는 저유황유 공개사양서(Public Available Specification･PAS)를 공표했다.b)
- 동 사양서는 12쪽에 걸쳐 저유황유 제조 시 혼합 위험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저유황유 저장, 저유황유
급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사양서에서 언급하는 ISO 저유황유 규격인 ‘ISO8217’은 동점도(動粘度)를 비롯, 선사들이 사용
가능한 스펙의 폭이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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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418(2019. 9. 27. 검색)
b)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296(2019. 9.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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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블룸에너지와 공동연구로 연료전지 적용
원유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독일(DNG-GL) 선급으로부터 연료전지(Fuel Cell) 적용 아프라
막스(Aframax)급1) 원유운반선에 대한 기본승인을 획득했다.a) b)
- 삼성중공업은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산화물연료
전지(Solid Oxide Fuel Cell･SOFC) 적용 선박에 노르웨이-독일 선급의 기본승인2)을 획득했다.
-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급 기본승인 획득으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SOFC를 적용한 연료전지 선박은 블룸에너지(Bloom Energy)사와의 공동연구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했다.a) b)
- 연료전지 선박 개발을 위해 SOFC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미국 블룸에너지사와의 공동연구로 시스템
안전성을 높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삼성중공업 의장설계팀장(상무)은 “이번 인증은 삼성중공업이 선박 연료전지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
함으로써 관련 시장 선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림 1. 연료전지 선박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설치위치

출처: 월드마리타임뉴스(World Maritime News) 홈페이지(2019. 10. 8. 검색)
1) 통상 9만 5천톤급 유조선을 지칭하며 8만~11만톤까지 포함,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https://www.samsungshi. com/Kor/
Pr/know_kind02.aspx(2019. 10. 8. 검색)
2) 선급 기본승인은 선박 기본설계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이데일리 뉴스기사 https://www.edaily.co.kr/ news/
read?newsId=01931926622624056&mediaCodeNo=257&gtrack=sok(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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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효과가 기대
된다.a) b)
-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은 기존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의 3MW 발전기 엔진 적용 선박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하고,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약 1만대를 줄이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삼성중공업측은 설명했다.
- 모든 IMO 등록 선박은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2020년까지 20%(Phase 1), 2025년
까지 30%(Phase 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연료전지 선박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윤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yjyoo@kmi.re.kr/051-79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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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83855/samsung-heavy-bloom-energy-to
-develop-fuel-cell-powered-ships/(2019. 10. 8. 검색)
b)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2624056&mediaCodeNo=
257&gtrack=sok/(2019. 10.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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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약 34%, IMO 황산화물 규제 준수 표명

■ 팔라우 국제 선박 등록처(Palau International Ship Registry･PISR)는 각국 선주 및
경영주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IMO 황산화물 규제 준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a) b)
- 337건의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응답자의 37.09%는 유럽 지역이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26.11%), 중동(25.52%), 미국(6.53%), 아프리카(4.75%) 지역 순이었다.
-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선박 척수의 경우, 응답자의 68%가 1~7척의 소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68%는 8~10척의 선박을, 22.37%는 1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다.

■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응답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33.96%만이 규제를 확실히 준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a) b) c)
- 그 외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율인 44.03%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wait
and see)”이라고 응답했으며, 약 22.01%는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 1.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선주 및 경영주들의 입장

주: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출처: https://www.palaureg.com/(2019. 10.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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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를 볼때 선주 및 경영주들의 약 66%는 IMO 황산화물 규제 준수에 대해 관망하고 있거나
단순히 준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83.06%는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할 계획이라 했고,
14.52%는 스크러버 설치, 나머지 2.42%는 기타 특정한 계획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2.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준수를 위한 선주 및 경영주들의 계획

주: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출처: https://www.palaureg.com/(2019. 10. 13. 검색)

■ 본 설문조사를 통해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준수에 대해 업계의 입장은 매우 고무적
(encourage)임을 알 수 있다.a) b)
- 팔라우 국제 선박 등록처의 파노스 키르니디스(Panos Kirnidis) CEO는 “최근 PISR에서 선주 및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6%가 가스 또는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
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새로 적용될 규제를 전반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경미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kmlee@kmi.re.kr/051-79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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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마스블락테 1터미널 매각 검토

■ 머스크가 APMT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로테르담항의 마스블락테 1(MAASVLAKTE 1)
터미널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a) b)
- 현재 동 터미널의 운영권을 2025년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연장할 경우 현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권 포기 시 마스블락테2 터미널을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 현재 마스블락테 1 터미널은 총 길이 1,600m, 연간 3백만TEU를 처리할 수 있어 마스블락테 2
터미널(1,000m, 230만TEU)에 비해 규모가 크나 자동화 설비가 부족하다.
- 마스블락테 2 터미널은 27기의 완전자동화 RMGC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8기의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마스블락테 2 터미널의 수용 능력으로는 로테르담항 APMT 터미널의 처리물량을
수용하기 어려워 마스블락테 2터미널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 로테르담 마스블락테 터미널 위치도

출처: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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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마스블락테 1터미널 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a)
- 드류리(Drewry) 자료에 따르면 마스블락테 2터미널 가동률은 92%로 마스블락테 1터미널(58%)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효율성이 높은 2터미널로 재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 최근 머스크는 터키 Izmir Aliağa Terminal 지분을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중국 COSCO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 COSCO와 마스블락테에서 터미널은 운영하고 있는 허치슨 산하의 ECT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마스블락테 1터미널을 인수하는 터미널 운영사가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600명이 근
무하고 있는 고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k8102@kmi.re.kr/051-797-4638)

참고자료

a)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9403/Maersk-said-to-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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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19,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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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CO,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 위한 새로운 기준 제안
■ BIMCO가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제안서를 IMO에 제출
했다.a) b)
- BIMCO는 IMO의 선박 탄소배출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운항 중인 선박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기적으로 선박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운항 중인 선박들이 선속을 감속하는 것이며 이는
해운회사들이 실제로 활용해 입증한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 방법이라고 BIMCO는 주장했다. 하지만
선속 관리만으로는 선박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제안서에서 BIMCO는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의 추진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 b)
- BIMCO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추진력(ships' propulsion power)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속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선박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선속 감속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는 하나 선속은 해류, 조류,
기상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속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관리 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BIMCO의 설명이다.
- 반면 선박의 추진력은 선속과 상관관계가 0.92에 가까울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운하 중인
선박의 선속 보다 추진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했다.

■ IMO 워킹그룹에서 동 기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a) b)
- BIMCO는 선박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선박 추진력 관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안
서를 IMO에 제출했으며, IMO는 오는 10월 11~15일 간 개최예정인 선박온실가스감축 워킹그룹
에서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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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금연휴기간 동안 케이프선 운임 급락

■ 중국의 황금연휴기간 동안 케이프선 운임이 급락했다.a)
- 로이즈리스트는 중국연휴가 시작되면서 케이프선 운임이 23,425달러/일(10.3)로 전주 대비 14%
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특히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운임은 전주 대비 8% 하락해 톤당 21.9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
였다.

■ 이는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규제를 일시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
졌다.a)
- 중국의 국경절연휴기간(10월 1~7일)동안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중국의 계절적 수요 둔화까지 더해져 케이프선 운임에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
- 선박브로커연합(Allied Shipbroking INC.)은 중국 연휴기간 시작즈음에 철광석과 석탄 수요가 12
개월 만에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 동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하면서 철강 제철소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철광석과 석탄 수요가 줄어든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또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철광석과 석탄 수요 약세 현상이 중국의 일시적 제철소 가동중단
명령 때문이기는 하나 황금연휴가 끝난 뒤에 다시 상승 동력을 얻고 반등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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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29422/Golden-Week-holidays
-cast-shadow-over-capesize-chartering(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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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철광석 수송 투입 선형 변화

■ 9월에 들어서면서 브라질산 철광석 수송에 투입되는 선형(shipsize)이 변화하고 있다.a)
- Braemar ACM은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이 9월 들어 2,880만 톤으로 전월 대비 700만 톤(20%)
줄어들었다고 로이즈리스트를 통해 발표했다.
- 브라질은 철광석 선적량은 8월에 전월 대비 26% 급등한 후 9월에 들어서면서 급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목해야 할 점은 9월에 철광석을 수송하는 선박의 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케이프선(평균 18만 dwt)으로 수송되던 철광석이 근래 들어 VLOC(very large ore carriers, 평균
40만 dwt)로 수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라질산 철광석을 수송하던 케이프선이 8월에 비해 50% 줄어들었다.a)
- Braemar ACM은 8월에 브라질산 철광석 수송에 투입된 케이프선은 총 68척이었으나 9월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0척에 그쳤다고 전했다.
- 수출량으로만 계산하면 케이프선으로 수송되던 철광석 량이 전월 대비 36% 감소, VLOC로 수송
되는 철광석 량은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브라질의 변화는 케이프선 운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a)
- Braemar ACM은 브라질이 철광석 수송에 투입하는 선박의 선형을 바꾼 것이 케이프선 운임 하락을
가속시켰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중국의 철광석 수요 감소와 함께 브라질의 철광석 수입 선대
선형 변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IMO의 환경규제로 금년 4분기 케이프선 운임은 강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a)
- Braemar ACM은 최근의 케이프선 운임 급락을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4분기에는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같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해운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제해사기구(IMO･Internait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환경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Braemar ACM의 주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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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정으로 스크러버 설치 등의 선박개조 작업이 활성화되면서 가용선박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균형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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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화 확산이 중소형 선박 운임에 부정적 영향

■ 유럽에서는 석탄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a)
-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보고서에서 유럽지역의 석탄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석탄이 주요 동력원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트레이드 윈즈가 우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해결방안으로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에
주목하고 있다.a)
-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동력생산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동남아시아 또한, 석탄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세와 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인프라 설치 등의 비용 문제
를 감안했을 때 실제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드는 시기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
문가들의 의견이다.
-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석탄 대신 대체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발비, 인프라 투자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20년간은 석
탄을 동력원으로 쓰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 탈탄소화 확산은 중소형 선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a)
- 트레이드 윈즈는 이러한 현상이 건화물선 시황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탈탄소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은 결국 동력생산을 위해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결국 세계 석탄 수요 감소가 중소형 선박의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트레이드 윈즈는 전망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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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https://www.tradewindsnews.com/bulkers/coal-to-remain-a-major-part-of-southe
ast-asia-s-dry-cargo-mix/2-1-683025(2019.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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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탈탄소화 움직임에도 동남아 석탄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탈탄소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동남아 지역의 석탄 수요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a)
- 전 세계적으로 탄소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석탄 대신 동력을 생산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트레이드 윈즈가 전했다.
- 전문가들은 2027년에 석탄 소비량이 정점을 찍은 이후 2040년부터 역내 발전기의 동력원으로서
석탄 소비 비중이 3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석탄은 여전히 주요 동력원이 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 비용 등의 문제로 단기간 내에 동력원으로서 석탄
소비량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 특히 베트남의 석탄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a)
- 제조업 중심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은 7%대를 유지 중에 있다.
- 이로 인해 베트남의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석탄 수출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이 2018년에 들어서면서 2,300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 주요 석탄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다.

■ 베트남의 석탄 수요 증가는 중소형 선박의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a)
- 베트남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산 석탄을 수입(72%)하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16%), 남아프리카
(7%) 등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상반기 베트남이 석탄 수입에 투입한 선박은 약 200척으로 이 중 60%가 수프라막스선,
나머지 30%가 파나막스선과 핸디선이다. 베트남의 석탄 수입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중소형 선박
운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zin@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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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윈즈, 금년 하반기 케이프선 운임 강세 전망

■ 9월 한 달 내내 강세 흐름을 보이던 케이프선 운임이 최근 들어 하향세로 전환되었다.a)
- 10월에 들어서면서 케이프선 운임 평균이 1일 24,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요 약세와
함께 가용선박 수가 늘어나면서 9월 초보다 약 35% 급락한 수준이다.

■ 트레이드 윈즈는 향후 몇 주 이내에 케이프선 운임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a)
- 트레이드 윈즈는 현재의 운임 수준을 최저점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이내에 반등할 것이라고
선박자산관리 전문회사인 브레이크 웨이브(breakwave advisor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 또한, 보고서를 인용해 IMO의 환경규제로 케이프선의 운임 변동성이 1일 22,000달러~45,000달
러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운임 변동성의 확대 원인은 스크러버 설치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다.a)
- 브레이크 웨이브는 보고서를 통해 스크러버 설치 소요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주 후에 건화물선 운임이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 수역의 운임이 최대 15,000달러/일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해운회사들이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면서 단기간 내에 대서양 지역의 가용선박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중국의 철강과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a)
-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철강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철강 소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
에서 설명하고 있다.
- 중국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약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 예상을 뒤엎고 금년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건화물선 시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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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과 11월 케이프선 운임은 강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a)
- 현재의 시장 심리는 건화물선 시황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으나 브레이브 웨이브는 30,000달
러/일 이상으로 케이프선 운임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특히 10월과 11월은 케이프선 운임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시기로 금년에도 운임이 강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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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선 운임 강세, 중소형선 선복량 증가세 둔화로
2020년까지 지속 전망
■ 건화물선 운임 강세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a)
- 로이즈리스트는 금년 하반기 건화물선 운임이 2018년과 비교해 적어도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웨스턴 벌크사(Western Bulk, 노르웨이에 기반을 두고 건화물선을 주종으로 하는 해운회사)의
의견을 전했다.
- 또한, 수급균형의 개선으로 운임 강세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2020년 운임은 금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소형 선박의 선복량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건화물선 운임강세가 지속될 신호라고
주장했다.a)
- 전문가들은 최근 이례적일 정도로 수프라막스와 핸디선의 선복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신조선 발주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로이즈리스트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이 바로 시황이
강세를 지속할 신호라고 주장했다.
- 최근 중소형 선박의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복량과 신조선 발주건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해운기업들이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해석했다.
- 덧붙여 해운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외생변수도 시황의 장기 침체 원인이었으나 호황기에 운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신조선 발주가 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시황침체를 더욱더 가속화 시킨 원인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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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그리스 피레우스항 개발 계획 수정

■ 그리스 피레우스항은 중국의 신남방정책에서 중요한 지리적 거점 역할을 하는 항만이다.a)
- 중국원양운수집단(COSCO･China's Cosco Group)은 2009년부터 35년간 그리스로부터 피레우스
(Piraus) 항만에 있는 터미널을 운영 및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받았다. 그리스 정부의 허가로
중국은 공공시설이었던 피레우스 항만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 피레우스 항만의 위치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중간지점에다 수에즈 운하에도 근접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 상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된다.

■ 중국의 투자로 피레우스항은 지중해 지역에서 해상물동량을 2번째로 많이 처리한 항만
으로 성장했다.b)
- 중국의 적극적 투자로 피레우스항의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해상물동량 처리량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알헤시라스(Algeciras)항을 제치고 지중해 지역에서 두 번
째로 해상물동량 처리량이 많은 항만으로 성장했다.
- 2018년 피레우스항의 처리 물동량은 490만 TEU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50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즈리스트가 전했다.

■ 그리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레우스항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상물동
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c)
- 2015년에 집권한 시리자 정부(Syriza government)로 인해 중국의 피레우스 항만 개발 계획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시리자 정부는 항만 등의 공공부문을 민영화 대신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중국의 피레우스 항만 민영화 계획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금년 7월에 그리스에 치프라스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피레
우스 항만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즈 리스트는 전했다.
- 현재 중국은 피레우스항 처리 물동량을 연간 720만 TEU에서 1,000만 TEU로 늘리기로 항만 개발
투자 계획을 수정했으며, 지중해 지역의 제1위 항만인 스페인의 발렌시아항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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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해운업계 경영환경 호전

■ 최근 그리스 선주의 지배선대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a)
- LLI(Lloyd’s Lis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저유황유 시대에 앞서 그리스는 전 세계 선박
중 건화물선 18.8%, 탱커선 19.8%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로 그리스 해운업계가 소유한 선박은 인도예정인 선박수 142척을 포함해 총 5,107척(3억
3,600만 dwt)이라고 LLI데이터를 활용해 로이즈리스트가 전했다.
- 또한, LLI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만 그리스가 소유한 선복량이
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7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16% 줄어든 수준이라고 덧붙
였다.

■ 그리스 해운의 선복량 증가세 둔화는 환경규제와 함께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a)
- 로이즈리스트는 이러한 선복량 증가세 둔화 현상은 그리스 선주들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시황 침체
로 경영 상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 2015년 시리자 정부(Syriza government)가 그리스 해운
에 정치적･제도적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스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그리스 선주들이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한 해운환경 변화를 관망하기 위해 신조선 발주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

■ 그리스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운업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a)
- 금년 7월에 들어선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aras)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그리스 선주들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즈 리스트는 주장했다.
- 그리스의 신정부가 선주들에게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지원 등 지원정책을 제공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a)
-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은 해외 자회사 배당과세 면제대상인 그리스 선주들에게 이 문
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

200 |

- 이 문제 또한, 최근 그리스 정부가 자국 선주들에게 운항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dividend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연합과 그리스 선주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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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미국산 대두 수출량 전년 대비 증가

■ 트레이드 윈즈는 금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a)
- 트레이드 윈즈는 금년 미국산 대두 수출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BIMCO의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했다.

■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양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a)
- 트레이드 윈즈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산 대두 수출량은 1,30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58%
늘어난 수준이기는 하나, 2017년 미국의 대두 수출량(총 3,100만 톤)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BIMCO는 금년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대두산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큰 폭으로 줄인 상황의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BIMCO는 2018년 12월에 미국이 수출한 대두량은 총 33만 톤으로 2017년 12월 수출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대두 교역량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a)
- 전문가는 금년 미국산 대두 수출량이 2018년 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전 수준으로 대두 수출량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교역량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중국 내 사료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교역량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황수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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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항의 육상전원공급장치 구축 계획과 향후 과제

■ 함부르크항은 2022년 이후 크루즈 및 초대형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선박대기시간동안
육상전력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a) b) d)
- 함부르크 주정부는 항만 대기오염배출1) 저감을 통한 기후보호 및 공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9일 함부르크항의 육상전력공급(shore-based power supply)2)을 위한 대규모 확장공사를
승인했다.
- 이에 따라 Burchardkai, Europakai 및 Predöhlkai 컨테이너터미널 및 HafenCity–CC1 및
Steinwerder-CC3 크루즈터미널에 육상전력공급 장치가 설치될 계획이다.
- 투자액은 약 7천6백만 유로(한화 약 1,012억)이며 2022년 완공 후 2023부터는 정상가동 될 예정이다.

그림 1. 육상전력공급 개념도

출처: https://www.marineinsight.com/marine-electrical/what-is-alternate-marine-power-amp-or-cold-iro
ning(2019. 10. 16. 검색)

1) 선박은 항만에 정박해있는 동안 필요한 전기사용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보통 발전기 가동 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낮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가 항만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육상전력공급은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발전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접안 항만의 전력
망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서 세계 주요 항만 및 글로벌 선사에 도입･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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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U국가들의 육상전력공급장치 도입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의무화를 통한 투자유인,
전기사용료에 대한 세제지원 및 항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c) e)
- 유럽항만기구(European Sea Ports Organisation, ESPO)의 2018년도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설치비용과 전기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육상전력공급장치 상용화 및 향후 사업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10만 톤급 선박 기준 설치비용은 35만~75만 달러이며 14,0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위한 설비의 경우 50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 저감 효과를 제외하면 높은 설치비용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없어 중소형 항만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ESPO의 보고서는 선박에 대한 육상전력사용 의무화를 통해 육상전력공급장치에 대한 투자
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화주들은 구축비용 및 사용료측면에서 육상전력보다 MGO(marine gas oil)를 사용하거나 설비구
축이 별도로 필요 없는 AMECS(Advanced Maritime Emission Control System)(선박 배기구에
직접 부착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포집･제거하는 장비 기술)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EU회원국 중 에너지과세지침에 의해 육상전력에 대해 세금인하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는 스
웨덴, 독일 및 덴마크뿐이며 이마저도 한시적인 적용을 받고 있어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
원이 필요하다.

김가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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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항만, 드론 활용한 환경 보호 활발
■ 항만에서 드론의 역할이 장비검사에서 불법 배출물 차단까지 확장되고 있다.
- 오늘날 항만에서는 거대한 장비나 구조물 검사 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IMO의 선박 황
함유량 규제 강화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불법 배출을 관리 감독하는 드론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항만의 거대한 장비와 구조물을 관리･감독 하는 대형 드론

출처: https://www.greenport.com/news101/energy-and-technology/ports-seize-opportu
nities-presented-by-drones(2019. 10. 15. 검색)

■ 지속 가능한 항만을 목표로 한 드론 관련 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다.a)
- 네덜란드에서는 10 마일 이상 운용 가능한 ‘슈퍼 드론’을 개발 중이며 로테르담 항만 당국은 기존
‘e-nose’설비와 연계해 선박 및 항만 인근 시설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 홍콩에서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테스트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블룸버그(Bloomberg)의 홍콩과
학기술대학교 Zhi Ning 교수의 연구팀은 드론을 활용해 선박을 2~3분 내에 스캔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 덴마크 해사기구(DMA1))는 해안 유역에 유황 배출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유럽 해양 안전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드론을 배치했으며 해당 드론은 선박의 가스 배출구에서 유황 배출량을 측정했다.
1) 덴마크 해사 기구: DMA(Danish Maritim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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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항만에서도 드론 활용과 개발이 한창이다.b) c)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존에 안전보안용 드론2) 1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열화상 카메라 장착 및
방송용 스피커 탑재형 특화 드론 2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SFFP 조종자 육성추진
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 특화형 드론 10기를 도입하고 전문조종자 3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광양시는 항만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 기술개발 기업을 장려･지원하고
수요처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 광양 스마트 드론산업대전’을 개
최했다.
- 이처럼 드론의 활용과 개발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드론은 90%가 외국산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으로 해당 드론들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대기
업이 적극 협력해 드론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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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greenport.com/news101/energy-and-technology/ports-seize-opportunities
-presented-by-drones(2019. 10. 17. 검색)
b)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6000600(2019. 10. 17. 검색)
c)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7721(2019. 10. 17. 검색)

2) 안전보안용 드론: SFFP(afety First Flying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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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 2020년부터 새로운 통항료 적용 예정

■ 최근 파나마 내각 협의회는 파나마운하의 새로운 통항료 산정 체계를 승인, 2020년
1월부터 화종(선종)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a)
- 지난 9월, 파나마 내각 협의회는 파나마운하청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나마 운하의
통항료 산정 체계 변경을 승인했다.
- 새로운 통항료 산정 체계 도입 대상은 일반 컨테이너선, 온데크(on-deck) 컨테이너선, 철광석을
운반하는 Neopanamax 건화물 벌크선, RoRo선 및 자동차 운반선, 유조선(화학 탱커, LPG 및
LNG 운반선 포함), 여객선 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 이에 앞서 지난 6월 파나마 운하청 이사회는 파나마 운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통항료 산정 체계 도입을 내각 협의회에 공식 제안했다.b)
- 파나마운하청 이사회는 지난 6월 14일 새로운 통항료 산정 체계를 발표하고 30일 동안의 공식적인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7월 15일 파나마 내각 협의회에 제안했다.
- 파나마운하청 이사회 조지 퀴자노(Jorge L. Quijano) 회장은 “이번 제안이 세계 해양 산업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항료 산정의 투명성 및 유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통항료 산정 체계는 일반 컨테이너선에 2020년 1월 처음 적용되고 5월 여객선을
마지막으로 순차 적용될 계획이다.a)
- 일반 컨테이너선의 경우 신규 화물 유치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로열티프로그램
(Loyalty Program)에 두 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일반 컨테이너선과 구분되는 온데크(on-deck)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 적
용되는 기존의 통항료 산정 체계에서 공(empty)컨테이너, 건화물 컨테이너, 냉동(냉장) 컨테이너
등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 통항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체계로 변경된다.(2020년 4월 1일 적용)
- 건화물 벌크선은 기존에 화종별로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된 산정 체계에서 화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산정 체계를 적용하다. 이로 인해 철광석을 운반하는 Neopanamax 선박에 다르게 부과되던 통항료는
곡물 및 기타 건화물 벌크선 통항료와 동일하게 적용 될 예정이다.(2020년 4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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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선 및 RoRo선의 경우 통항료가 변경되었고 선박 규모의 범위도 Neopanamax 선박에
맞도록 수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일반 탱커, 화학물 탱커, LPG 및 LNG 운반선 등과 같은 유조선에 대한 통항료 산정 체계는 변경
되지 않지만 통항료 자체는 변경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또한, 대형 여객선(대기업 운영)을 제외한 소형 여객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통항료가
적용되고, 대형 여객선의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통항료가 적용된다.

박주동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dpark@kmi.re.kr/051-797-4660)

참고자료

a) https://safety4sea.com/panama-canal-approves-toll-structure-modifications/(2019.
10. 3. 검색)
b)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panama-canal-proposes-newtoll-structure/(2019. 10.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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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터미널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

■ 2017년 전 세계 총 물동량은 745.5백만TEU로 2016년 702.6백만TEU보다 약 5.8%
대의 증가세를 보였다.a)
- 전 세계 21개 GTO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79.2%를 처리하고 있다. 그 중
상위 5개 GTO가 전체 물동량의 52.5%를 처리하는 등 점유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상위 5개 GTO는 최근 10년 가까이 계속 5위권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터미널
개발 및 확장을 통해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GTO의 물동량 처리 현황
(단위 : 백만 TEU, %)

구분
1
2
3
4
5

China Cosco Shipping
Hutchison Ports
APM Terminals
PSA International
DP World

6

Terminal Investment Limited (TIL)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China Merchants Ports
CMA CGM
Eurogate
SSA Marine
NYK
Evergreen
ICTSI
OOCL
MOL
현대상선
Yildirim/Yilport
Bollore
Yang Ming
K Line
SAAM Puertos
GTO 총계
전세계 총 물동량

2017
물동량
점유율
91.3
12.2
82.3
11.0
76.3
10.2
73.9
9.9
68.7
9.2

2016
물동량
점유율
85.5
12.2
79.1
11.3
71.4
10.2
67.3
9.6
62.4
8.9

44.0

5.9

37.7

5.4

31.0
24.8
13.8
11.3
11.0
10.3
9.2
7.8
7.1
6.1
6.1
4.7
4.6
3.4
3.0
590.7
745.5

4.2
3.3
1.9
1.5
1.5
1.4
1.2
1.0
0.9
0.8
0.8
0.6
0.6
0.5
0.4
79.2
100

28.5
16.6
14.0
10.6
9.6
9.4
8.7
6.7
5.9
2.5
5.6
4.3
4.4
3.2
533.3
702.6

4.1
2.4
2.0
1.5
1.4
1.3
1.2
0.9
0.8
0.4
0.8
0.6
0.6
0.5
75.9
100

출처: Drewry,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ANNUAL REPORT 20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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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GTO는 터미널 운영을 기반으로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
네트워크 전반에서 공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효율성 향상 및 첨단 터미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한다.
- 전 세계 GTO는 순차적으로 선사형 GTO에서 혼합형 GTO, 순수하역전문형(GTO)으로 이동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19년 시점의 GTO 현황

출처: Drewry,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ANNUAL REPORT 2018, p.13

■ 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24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
- 2017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는 계속 세계 매출의 약 35%를 차지했고, 아시아 태평양과
아메리카가 그 뒤를 이었다. 항만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15%가
넘는 가장 빠른 수익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지역 시장을 주도하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웹 기반 솔루션의 전 세계적 구축이 증가함에 따라 웹 패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글로벌 터미널 시장이 위축된 후 2016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7년
사상 최대인 연간 10% 성장을 달성했다. 세계 경제의 상승, 제2차 산업의 회복, 기계생산 투자
증가가 GTO의 수익 창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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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7년 지역별 수입 및 연평균 증가율

출처: https://www.thefastmode.com/technology-and-solution-trends/13256-global-operator-terminal
-market(2019. 10. 15. 검색)

그림 3. 전 세계 GTO의 지역별 처리물동량 전망(2017-2022)

출처: Drewry,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ANNUAL REPORT 2018, p.13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sim@kmi.re.kr/051-797-4663)

참고자료

a) Drewry,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ANN
UAL REPORT 2018.
b) https://www.thefastmode.com/technology-and-solution-trends/13256-global-opera
tor-terminal-market(2019.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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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항만･물류개발 협력 확대 예상
■ 지난 9월 한국-미얀마 정상의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미얀마 항만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a) b)
- 조선, 항만, 터미널 개발 등 해운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얀마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양곤정보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양곤 북쪽 지역에 KMIC(Korea Myanmar Industrial Complex)를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터미널 및 물류창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1. KMIC 사업 위치 및 인프라 계획

출처: 미얀마(양곤) 진출 우리기업 물류 지원 및 유망 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 한상 물류기업 사업 설명회(2019. 10. 7. 검색)

■ 미얀마의 수출입 규모는 시장 경제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117억 달러에서 2018년 36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c)
- 2018년 기준 미얀마 수출은 약 166억 달러, 수입은 약 193억 달러로 약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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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미얀마의 대외개방 이후 급격한 제조업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등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 한국은 미얀마 석유, 가스 및 제조분야의 최대 투자자이며 미얀마 당국은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및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수출입 품목은 천연가스, 의류, 쌀,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미얀마의 총 수출입 현황(2010-2018)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수입
증감률

금액

교역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2010

7,625

0

4,164

0

11,789

0

3,461

2011

8,299

8.8

12,441

198.8

20,740

75.9

-4,142

2012

8,290

-0.1

15,288

22.9

23,578

13.7

-6,997

2013

11,436

37.9

12,009

-21.4

23,445

-0.6

-573

2014

11,452

0.1

16,220

35.1

27,672

18.0

-4,023

2015

12,197

6.5

16,906

4.2

29,103

5.2

-4,709

2016

11,673

-4.3

15,695

-7.2

27,368

-6.0

-4,022

2017

13,879

18.9

19,253

22.7

33,132

21.1

-5,374

2018

16,672

20.1

19,345

0.5

36,017

8.7

-2,673

출처: 한국무역통계(kita.net)(2019. 10. 16. 검색)

이자연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jylee@kmi.re.kr/051-79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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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xens과 UN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글로벌 표준 제시

■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a) b)
- 현재도 이미 스마트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교환의 글로벌 표준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스마트 컨테이너가 좀 더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 표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프랑스의 벤처기업인 트랙센스(Traxens)*는 2017년부터 Smart Container BRS(비즈니스 요구
사양, Business Requirement Specifications)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내에서
상호 운용성과 손쉬운 통합을 위한 데이터 교환의 명확한 글로벌 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 트랙센스는 프랑스의 ICT, IoT 전문 기업으로 Maersk, MSC, CMA-CGM 등 유수의 기업과 물류 블록체
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최초의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금년 2월 트랙센스는 CMA-CGM의 자회사인 APL과 화물의 상태 및 이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트랙센스는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을 제시했다.c)
- 트랙센스는 UN 무역촉진 전자비즈니스 센터(UN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BUSINESS)를 통해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최초의 표준인 BRS를 제시했다.
- BRS는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 및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여러 이해당사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API로 개발되어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
또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 또한, 향상된 데이터 교환을 통해 화물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 등 유관기관과 화주 및 선사
등 이해당사자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 이러한 데이터 교환 표준화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상의 데이터와 실제 세계가 동기화되면 의사결정의
속도 및 정확도가 증가되어 물류시스템의 지능화가 가능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협업이 현행 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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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디지털 항만 포럼에서 스마트 데이터 교환 표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
이다.a)
-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the Smart Digital Ports of the
Future Conference(#SDP19)에서 스마트 데이터를 통한 공급망 가시성, 혁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동 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스마트 데이터 교환 기술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데이터 파이프
라인* 등 다른 혁신기술의 연동을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술과 결합･활용을 통한 잠재력 극대화
가능성 등이 있다.
*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생성, 수집, 전처리, 분석, 보관 등 데이터 흐름에 따른 처리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 등의 집합을 의미함

■ 스마트 데이터 교환 등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글로벌 항만･물류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 Maersk, CMA-CGM 등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을 주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물류･운송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 교환 표준 개발을 수행하는 트랙센스와
같은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 스마트 컨테이너 서비스를 확대･육성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랙센스
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글로벌 표준으로 제정되면 향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밖에 로테르담항만공사 등이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 Pronto를 세계 유수의 항만에 공급하기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글로벌 항만･물류 분야는 스마트화라는 큰 명제에 따라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 스마트화는 향후 글로벌 해운･항만 분야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벤처기업인 글로벌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표준 개발을 주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부산 신항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스마트 항만 개발, 자율운항선박, 초고속해
상통신망 등을 연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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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
처에서는 정책적 지원 및 적극적인 R&D 투자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의욕적으로 경주
하고 있다.
- 글로벌 해운･항만 물류분야가 스마트 물류체계로 발전을 거듭하는 단계에서 국내 해운･항만 분야의
꾸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제도･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안승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han@kmi.re.kr/051-79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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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항만, 냉장 수출 전년 대비 20% 증가

■ 콜드체인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a)
- 콜드 체인 약품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9%의 성장이 예상되며, 온라인 식품시장은 190억
달러에서 2022년까지 1,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온저장 분야와 식품산업의 발전요인으로 소비자 식생활과 배달 선호도 변화, 냉동식품 분야의
성장, 전자 상거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 자동화, 식품 및 제약제품 추적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도입을 통해 콜드체인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
졌다.

■ 오클랜드 항만은 온도 조절 화물 유치 전략의 결과 냉장 화물이 전년 대비 20% 증가
하였다.b) c)
-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0피트짜리 냉장 수출품 11만 9,756개를 취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99,740개에서 증가한 것이다.
- 오클랜드가 미국 항만들 중에서 컨테이너 냉장 화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항만으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시켰다.
-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냉장 수출품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으로 소고기
수출은 지난 1년간 45%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38% 증가하였다.
- 항만 측은 소비자 수요 증가, 미국 농업 생산량 증가, 태평양 연안의 동쪽 끝에 위치한 오클랜드
항만의 지리적 요인을 냉장 화물의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 미국을 떠나 아시아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의 종착역으로, 아시아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관문이다.
또한, 센트럴 밸리가 멀지 않아서 중서부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철도와 연결하여 많이 이용하므로
이용의 편의성도 높다.

■ 지난해 가을 개장한 오클랜드 항만의 쿨포트(Cool Port) 개장 준비에는 약 10년이 소요
되었다.b) c)
- 오클랜드 항만의 283,000 평방 피트의 냉장 유통 센터는 대부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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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포트에는 새로운 유통 능력 개발, 수출용 컨테이너 선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영 시간 연장,
선박 적재를 기다리는 냉장 용기를 위한 수백 개의 전기 콘센트 추가 설치 등 콜드 체인 물류의
발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 PCC 물류, 태평양 운송 시스템, AGRO 가맹점 그룹, 유나이티드 콜드 스토리지 등 온도 제어
서비스 업체들과 농산물 수출업체들 간의 협업체계도 구축되었다.
- 오클랜드 항만의 존 드리스콜(John Driscoll)은 “우리의 사업 파트너들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를 인프라와 결합하면 오클랜드를 통해 콜드
체인을 운영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콜드체인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a) d)
- 콜드체인 시장은 냉장시설의 발달, 신흥 경제 성장 국가의 신선식품 소비 증가, 제약 및 의약품의
온도 유지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다만 아직 저온 유통을 위한 국제적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콜드체인 품목에 대한 유통
추적 환경이 여러 규제로 형성되지 못해 시스템 구축이 미미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가 콜드체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물동량 및 가치 측면에서 크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참여기업과의 협업,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
등 현재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지원 정책동향연구본부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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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노후 조선소, 다목적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

■ 덴마크 에뢰(Ærø)섬의 오래된 조선소가 커뮤니티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a)
- 덴마크의 많은 소규모 섬들은 지역사회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뢰(Ærø)
섬은 지역 내 선박화물 보관 및 물류 역사의 중심인 마스탈 엔진 공장(Marstal Engine Factory)을
커뮤니티 허브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유산 보존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1. 에뢰(Ærø) 섬의 마스탈 엔진 팩토리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good-practice/projects/old
-boat-engine-factory-transformed-multipurpose-community-hub_en(2019. 10. 14. 검색)

■ 커뮤니티 허브는 지역의 해양산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a)
- 해양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을 위해 활용 예정인 이 시설은 신기술･디지털 사업 발굴,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지역혁신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민간 참여자들은 공유형 사무실, 일련의 사업 개발 과정, 정기 워크숍을 통해 사업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공간은 젊은 기업가들이 연안지역의 공동체 내에서 사업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해주며, 에뢰(Ærø)섬의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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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장 개축을 진행 중이며,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a)
- 시설 개축의 첫 번째 작업은 2019년 6월에 완성되었다. 새로운 콘크리트 바닥이 깔렸고, 두 개의
화장실이 새로 지어졌다. 165㎡의 사무실 공간은 사업가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지는 다음 작업
에서는 회의 시설과 차고를 추가할 예정이다.
- 재생사업의 일환인 본 사업은 건물 개축이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의 주요 설비와 공장 원형은 지역의 해양문화 보존을 위해 건물 안에 유지･전시
해 두었다.
- 본 사업의 일환으로 자문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두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건물 개축 작업은
마레해운(MaRe Shipping)사가 진행하였고, 입주 기업으로는 2019년 6월 11일 출범한 7개 기업
이 처음 합류했다.

표 1. 사업 정보
수행 기간

2018년 1월 ~ 2020년 1월

지역 구분

발트해

지역 타입

해안

총 사업비

€189,150

출처: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good-practice
/projects/old-boat-engine-factory-transformed-multipurpose-community-hub
_en(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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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good-practice/projec
ts/old-boat-engine-factory-transformed-multipurpose-community-hub_en(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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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항 환적화물 집화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성 제기

■ 상해항은 2018년 총 물동량 4,201만TEU, 환적물동량 1,968만TEU를 처리하였다.a)
- 환적물동량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총 물동량의 46.8%를 점유하였으나 국제환적화물은 8%에
불과하다.
- 환적물동량은 2011년 1,305만TEU에서 2018년 1,968만TEU로 크게 증가하여 총 물동량중 점유
비는 41%에서 46.8%로 높아졌다.

■ 중국의 선박 간 컨테이너 환적은 4가지로 구분된다.a)
- 중국의 선박 간 환적(水水中转(轉)은 국제환적, 장강내지선 환적, 연해내지선 환적, 국내화물 환적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환경보호, 경제, 안전 등을 위해 내하(內河) 환적 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장강내지선 환적 물동량이 가장 많고(25% 정도), 국제환적 8% 이상, 국내화물 환적이 뒤를 잇고
연해 환적화물이 가장 적다.

■ 상해항은 환적물량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a)
- 상해항의 환적 물동량 규모는 크지만 국제 환적물동량 점유율은 8% 정도로 싱가폴, 부산항 등 세계
적인 허브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상해항이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격
거리도 멀며, 주변항만과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 상해항은 장강 동서운송과 연해항만의 남북운송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환적이 발생하기 좋은 위치이
지만, 장강 연강지역의 물동량 증가율이 낮아지고, 정기화물열차가 운행되면서 화물이 분산되고
있다.
- 또한, 국내화물 환적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고, 상해항의 주요 내지선 기항지는 청도항, 천진항,
닝보항, 연운강항 등으로 항만간 물동량 집화 경쟁이 치열하여 ‘중국자본 비중국 국적선의 연해피
더’ 허용 정책의 성과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이에 따라 상해항 전문가는 상해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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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항 환적화물 유치 전략의 목표는 5년내 환적물동량 점유율 50% 달성이다.a)
- 상해항의 환적시장 목표는 서비스 개혁 심화, 종합서비스 기능, 환적 발전, 선사와 고객의 상해항
이용 등으로 환적물동량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제고하여, 상해 국제항운중심을 추진하고 국제
컨테이너 허브항이 되고자 한다.

■ 환적 유형과 고객 및 화물 성격에 따라 탄력적 가격정책 등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a)
- 장강내지선은 서비스 제고와 탄력적 가격정책을 적용하고, 연해내지선 환적은 양산항과 연해항의
연해 피더(捎帶) 허용 연구 등 국가 정책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선사에 대하여는 환적 시간･비용 효과가 나타나게 선박 입출항, 이접안, 하역, 연계환적 등 서비스
제고를 통하여 상해항을 환적허브항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대형 화주에게는 고객과 함께 연구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관 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 특히 소량화물(LCL화물)의 콘솔 업무 등을 고효율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더 많은 화물원을 흡수, 부산항, 싱가포르항 등과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성공적인 환적항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여러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a)
- 탄력적인 가격정책 시행과 장강연선에 정기선을 운항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장강물류 참여를 유도
하고, 도로운송 대량화물을 수운으로 유도하며, 선사와 대량 화주에 대한 마케팅 전담부서 설치,
고객이 참여하는 물류 개선방안 연구, 자유무역시험구와 협력하여 최대한 국제환적화물 유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소량화물 콘솔을 위한 각 기관들 간 협조, 자유무역시험구 내 “일단 진입, 사후 감독” 정책을 혁신
하고, 장강경제벨트 항운연맹을 결성하여 콘솔 최적화, 선형표준화 및 강해(江海)복합운송 플랫폼을
건설하며, 태호(太湖) 주위 전통적 화물원 유지, 배후 양륙항 양성, 내하항 현지 통관 후 상해항 통과
등 통관 편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 제고, 수상셔틀 관리 강화, 국제환적화물의 100%
정시 선적 보증 강화, 장강 지선 정기선화, 연해피더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

■ 상해항의 환적 중심항 정책은 부산항･광양항의 환적물동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
중국 항만을 기종점으로 하는 환적 물동량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항의 정책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더 나은 환적화물 유치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김범중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jkim@kmi.re.kr/051-797-460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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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항구협회, 「중국항구」, 2019년 7월호 23∼26쪽 발췌 요약정리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움직임

■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움직임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는
각 항만당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항만에 도입됨으로서 친환경항만이
실현되고 있다.
■ 최근 미국 롱비치항(Port of Long Beach)은 배출가스제로 항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입을 발표했다.a)
- 새로운 장비는 수소 및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하역장비로 C-PORT(Commercialization of POLB
Off-Road Technology Project) 라는 롱비치항의 off-road 기술 프로젝트의 상업화 일환으로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1)로부터 5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되었다.
- 롱비치항은 항만 근로자, 터미널 운영사 및 관련 규제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장비에
장착된 기술의 시연작업을 여러 차례 수행하고 있다.
- C-PORT 프로젝트로 롱비치항에는 모두 5대의 장비가 도입되었으며, SSA Marine Pacific
Container Terminal에 전기배터리 장착 탑핸들러(Top Handler) 2대, LBCT(Long Beach
Container Terminal)에 연료 전지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1대, 전기배터리 장착 탑핸들러
1대 및 야드 트랙터 1대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새로운 장비를 운전하는 기술 교육은 Cabrillo High School에서 후원하는 글로벌 물류
아카데미의 교과 과정에 통합되어 인력양성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시드니 항만에서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연료로 전환･사용을 계획하는 등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b)
- Sydney Harbour Investment Partners(SHIP)는 도시 내 폐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하는 청정기술 개발 업체인 QCI, LL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항만 인접 노바존 물류단지
(Novazone Logistics Park) 내 폐플라스틱 연료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SHIP은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항만 내 차량 및 장비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민간자금을 지원하여 향후 2년 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CARB는 캘리포니아주의 기후투자(California Climate Investments) 산하 위원회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공중 보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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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의 대표이사 Barbusci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은 트럭을 통해 운송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컨테
이너 물동량 창출이나 신규 터미널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승인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지역사회 역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당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김보경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imb@kmi.re.kr/051-797-4674)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zero-emissions-equipment-deployed-toport-terminals/(2019. 10. 10. 검색)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ydney-port-developer-plots-green-shiftwith-plans-to-turn-waste-into-fuels/(2019. 10.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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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ag-Lloyd, 컨테이너운송에 북극항로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
■ 북극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세계 5위의 컨테이너선사인 Hapag-Lloyd는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a) b)
- Hapag-Lloyd의 Jorg Erdmann 선임이사는 “Hapag-Lloyd는 현재 북서항로든 북동항로든 북극
항로를 해상운송 항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탄소 기반의 화석 및 연료가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입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여 생태
계를 해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Hapag-Lloyd에 앞서 CMA CGM 또한, 지난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환경에 대한 우려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여름에 상선이 운항할 수 있는 항로가 형성되면서 북극
항로는 해운산업의 핫이슈로 부상했다.a)
-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을 왕복하는 선박이 남아프리카의 희망곶을 통과하면 4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34일이 걸리나,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2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유럽 간 운항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 그러나 Jorg Erdmann 선임이사는 북극항로의 상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a)
- 그는 현재 북극항로는 연간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컨테이너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 그는 또 거리 및 시간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극항로가 진정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hisgrace@kmi.re.kr/051-797-4680)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hapag-lloyd-turns-away-from-northern-searoute/(2019. 10. 4.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rodolphe-saade-cma-cgm-will-not-use-nsr/
(2019. 10.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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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노아의 기차 프로젝트 참여

■ 유럽의 주요 철도 회사 연합인 Rail Freight Forward(RTF)는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철도를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노아의
기차(Noah’s Train)’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a)
- ‘노아의 기차(Noah’s Train)’는 RTF가 친환경적인 철도화물운송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경유하며 홍보하는 환경 캠페인 활동의 일환이다.
-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 대비 최대 9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RTF의 목표는 운송 분야에서
철도의 점유율을 현행 18%에서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 RTF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철도회사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자는 향후 10년
간 유럽의 화물 운송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백만
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RTF는 산업부문 및 공공 모두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기후친화적인 철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철도
운송을 더욱 현대적이고 복합적이며 매력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이것은 RTF가 경제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과 동시에 RTF가 설정한 기후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1. 노아의 기차(Noah’s Train)

출처: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port-of-rotterdamwelcomes-noahs-train-longest-mobile-artwork-in-support-of(2019. 10.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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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 항만청은 2030년까지 화물 운송 배출량을 30% 감축시키기 위한 ‘노아의 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b)
- 로테르담 항만 물류국장은 로테르담 항이 유럽 대륙과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허브로서
항상 최적의 연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 부문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역과의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며
도로 운송이 증가할 경우 네덜란드는 마비가 될 것으로 판단, 해결방안은 철도 운송이라고 언급
하였다.
-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 대비 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소비, 사고 발생 등에서 이점이 있어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 ‘노아의 기차 프로젝트’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출발하여 비엔나, 베를린, 로마, 마드리드 등 유럽의
여러 주요도시를 경유하며 가장 긴 이동식 예술품으로 변모하여 철도로 상품을 운송하는 친환경
운영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기열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ylee@kmi.re.kr/051-797-4670)

참고자료

a)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port-of-rotterdamwelcomes-noahs-train-longest-mobile-artwork-in-support-of(2019. 10. 17. 검색)
b)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rotterdam-joins-noahs-train/(2019. 10.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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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표준화 작업 완료

■ Traxens가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을 마쳤다고 발표했다.a)
- 프랑스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 전문 업체인 Traxens는 2017년 10월부터 진행해오던 스마트 컨테
이너 데이터 교환 표준화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 개발된 표준은 지난 9월 30일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 승인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최종 버전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UN/CEFACT 웹사이트에
표준이 게시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표준화 작업은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를 캡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의 상호 호환과 시스템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 포트 커뮤니티 시스템에 잘못된 컨테이너
위치나 파라미터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Traxens은 스마트 컨테이너 솔루션의 선두 주자로 CMA CGM,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와 계약을 맺고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테이너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표준 개발로 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스마트 컨테이너의 정보 생성과 모니터링 개념도

출처: https://www.omni-id.com/smart-container/(2019. 10.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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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작업은 향후 스마트 컨테이너 사용 촉진과 관련 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a) b)
- 스마트 컨테이너는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컨테이너가 생성하는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표준화된 데이터는 생성 후 여러 이해관계자, 플랫폼 및 시스템에 한 번에 전파가 가능하여 데이터
공유 alc 작업 자동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가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표준화 기술은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같은 다른 혁신 기술들과 결합
하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무역 업계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물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기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skkim@kmi.re.kr/051-797-4688)

참고자료

a)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clarity-on-standards-for-smart-containerdata-exchange-63128(2019. 10. 8.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standards-for-smart-container-dataexchange-published(2019. 10. 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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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ag-Lloyd, AI 스케줄 수립 도구 도입 예정
■ Portchain社는 AI 기반 선박 스케줄 계획 수립을 위한 고급 소프트웨어를 세계 주요
선사인 Hapag-Lloyd에 제공･운영 할 예정이다.a)
- 코펜하겐 소재 Portchain은 3인의 전직 맥킨지 컨설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창업한 벤처기업
으로 컨테이너 선사와 터미널을 대상으로 AI기반 선박 스케줄 계획 수립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
- 3인의 전직 머스크 임원, Ports America 전 CEO, TrackMan의 CEO가 Portchain의 주요 투자
자 및 전략기획 자문단이다.
- Portchain은 이번 Hapag-Lloyd사와의 협력에 대해 “Portchain은 전매특허인 머신러닝알고리즘을
통해 Hapag-Lloyd사 선박의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한 생생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제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고객, 파트너사, Hapag-Lloyd에게 혜택을 부여
할 것이다.”라고 총평하였다.

■ Portchain과 Hapag-Lloyd는 선박 운항의 정시성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
이다.a)
- Portchian은 성명을 통해 “Portchain은 운항 관리와 실행상의 작업흐름의 간소화 및 최적화를
위해 Hapag-Lloyd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Portchain의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은 Hapag-Lloyd
해상운영팀을 도와 스케줄상의 예상 문제점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하여, 선박 운항계획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스케줄의 신빙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벙커 연료비용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라고 발
표했다.
- Hapag-Lloyd 선박지원센터 국장 Jorn Springer는 “우리는 선박 이용 고객의 운항 정시성 증진
을 강력하게 약속한다. 이를 위해, 항해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더 나은 tool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Portchain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스케줄의 건전성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재빠른 교정을 가능하게 한다. 금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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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ag-Lloyd사의 AI 툴 도입은 해운업계에 AI 기술 도입의 신호탄이다.a)
- Hapag-Lloyd의 금번 Portchain의 선박 스케줄 계획 수립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은 해운업에
신 AI 기술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을 강화한다.
- 해운산업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양산하기에 데이터 기반의 선택과정은 선사에 큰 도전이며 AI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많은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운산업을 목표 고객으로 하고 있다.
- Hapag-Lloyd는 서비스 품질 1위가 되고자 Portchain의 신기술 선박 스케줄 계획 수립관련 소프트
웨어를 도입하였다.
- “해운 선도 기업 중 하나인 Hapag-Lloyd는 시대에 앞서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를 절감
하고 있다. 금번 파트너십으로 해운업계에서 Portchain은 가장 중요한 업체 중 하나로 인식될 것
으로 한다.”고 Portchain의 CCO, Thor Thorup은 언급하였다.

김정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66)

참고자료

a)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hapag-lloyd-to-implement-ai-planningtools-63111(2019. 10.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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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uehne+Nagel 탄소중립운송 도입예정
■ 빅 데이터의 적용으로 Kuehne+Nagel 소비자의 CO2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a) b)
- 순 탄소 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Kuehne+Nagel은 세계 물류 운송 시장에서 CO2 절감에 기
여하기 시작하였다.
- 자사의 적극적인 CO2 감축 이외에도 Kuehne+Nagel은 고객들에게 공급사슬 내의 CO2 발자국
감축 방안을 제시한다.
- 운송 경로와 방법은 빅 데이터와 Kuehne+Nagel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① 세계 해상 탄소
계산기(Global Seafreight Carbon Calculator)와 ② 해양 탐사자(Seaexplorer)를 활용하여 CO2
배출량을 최저화 하는 방안으로 최적화 되어 선정된다.

그림 1. 세계 해상 탄소 계산기(Global Seafreight Carbon Calculator)

출처: https://www.kn-portal.com/seafreight/seafreight_overview/environment/seafreight_carbon_calcu
lator/(2019. 9.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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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ehne+Nagel은 2030년까지 자사 운송 공급망의 CO2를 중립화 하겠다고 발표했다.a)
- 업계 선구로 Kuehne+Nagel은 사전적으로 자사 운송 서비스 이용 시 운송 공급자인 항공, 선박,
육송과 철송의 CO2 발자국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Kuehne+Nagel은 2030년까지 포괄적 CO2 중립화(온실가스 협약의 Scope3-GHG)를 목표로
한다.
- 그 첫걸음으로 모든 20피트 이하 컨테이너(LCL) 화물 수송은 2020년 이후 CO2 중립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 Kuehne+Nagel은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 CO2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
- Kuehne+Nagel은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출장대신에 video
컨퍼런스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터 내 CO2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 Kuehne+Nagel은 탄소 제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얀마와 뉴질랜드의 환경보전, CO2 저감 프로
그램에 투자하여 탄소의 대기 중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자사가
배출 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Kuehne+Nagel이 CO2 배출(GHG Scope 1,2)을 피할 수는 없지만 2020년
기준으로 전량 상쇄되어 CO2 배출량 0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현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66)

참고자료

a) https://newsroom.kuehne-nagel.com/kuehne—nagel-offers-co2-neutral-transportsas-of-2020/(2019. 9. 25. 검색)
b)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kuehne-nagel-carbon-neutral-transport-su
stainability/563530/(2019. 9.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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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항,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기배터리식 탑핸들러 선보여

■ LA항은 친환경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의 무배출 탑핸들
러를 공개했다.a)
- LA항의 성명서에 따르면, LA 시장인 에릭 가세티는 캘리포니아 공기청정의 날을 기념해 에버포트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테스트할 두 대의 전기배터리식 탑핸들러를 선보였으며, 이는 770만 달러
규모의 LA 에버포트 하역장비 선진화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림 1. LA 가세티 시장 연설 장면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B_T804vQSE(2019. 10. 5. 검색)

■ 참석한 사람들 모두 깨끗한 공기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항만
장비에 대한 무배출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a)
- 제막식에서 가세티 시장은 “모든 로스앤젤레스인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자손들이 건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공기, 물, 천연자원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LA항의 진 세로카 전무이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하역
장비(Cargo Handling Equipment, CHE)의 배기가스 무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임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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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선보인 전기배터리식 탑핸들러는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인 Taylor Machine
Works에 의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a)
- 이 탑핸들러는 최대 75,000파운드 무게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트럭과 열차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내릴 수 있는 장비이다.
- 이 장비는 작업 시간, 충전 빈도, 에너지 사용량, 기타 성능 지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로거를
가지고 있다.
- 두 대의 탑핸들러는 향후 12개월 간 테스트를 받게 되며, 이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림 2. 시연 중인 전기배터리 탑핸들러(Taylor Machine Works 제작)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B_T804vQSE(2019. 10. 5. 검색)

강무홍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mkang@kmi.re.kr/051-797-4684)

참고자료

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ayor-garcetti-showcases-port-of-las-carbon
-free-tech/(2019.10. 4. 검색)

| 237

삼성중공업, 초대형 스마트 선박 수주
■ 초대형･친환경･스마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a) b) c)
- 오늘날 글로벌 선사들은 해운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박을 대형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IMO의 선박 황 함유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크러버
설치는 물론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도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LNG-ready)한 선박도 주목
받고 있다.
- 또한, 선사들은 선박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 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항지원시스템
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운항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선박에 직접 적용시키는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선박

출처: https://xherald.com/2019/08/29/connected-smart-ship-market-by-technological-innovations-trends-and-busi
ness-outlook-2019-2025/(2019. 10.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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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은 Evergreen사가 발주한 초대형 스마트 선박 6척을 수주했다.d)
- 글로벌 선박제조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은 Evergreen사로부터 세계 최대의 스마트･친환경 선박
6척을 약 9억 9천만 달러 수준에 수주했으며 “스마트 선박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기술 및 새로운 선체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대형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2018년 7월에 삼성중공업이 MSC사에 인도한 23,756 TEU 선박보다
클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 선박 시스템인 ‘SVESSEL’이
장착될 예정이다.
- 또한, 선체 주위의 물 흐름을 제어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선박 진동을 줄이는 장치인 SAVER Fin
및 Rudder 전구와 같은 에너지 절약 장치(ESD), 새로운 선체 형태를 사용해 연료 소비를 최대
7%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기술 보유국다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기술을 보유한 선박제조사들이 다수
있어 가히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기술 보유국이라 불릴 만하다.
- 하지만 스크러버나 연료 절감 기술, 자율 운항 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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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busanmbc.co.kr/article/Th3pee86tUiNb(2019. 10. 17. 검색)
b)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08/2019070800035.html(2019. 10.
17. 검색)
c)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how-hmm-is-driving-smart-ship-development
/(2019. 9. 17. 검색)
d)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msung-wins-evergreen-smart-mega-shiporder/ (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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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 개방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Kalmar는 지난 9일 개방형 자동화 시스템을 발표했다.a)
-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화 컨테이너 하역장비의
연구 및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적인 항만 설비 및 서비스 기업인 Kalmar는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의 개방형 자동화 시스템 ‘Kalmar One’을 소개했다.
- Kalmar가 정의한 개방형 자동화 시스템이란 시스템 구성요소를 모듈화 시켜 사용자의 상황 및
니즈에 따라 자동화 수준 및 유형을 설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해 사용자
주도의 터미널 운영 개선을 달성하도록 한다.
- 이는 작업 영역별 자동화 도입여부에 따라 자동화 터미널을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 일반
적으로, 야드 설비 및 장비가 자동화 된 터미널을 반자동화 터미널, 여기에 컨테이너 이송차량이
자동화 된 터미널을 완전자동화터미널로 정의한다.

■ Kalmar One은 6개의 제품군과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시스템 툴즈로 구성된다.b)
- Kalmar One은 항만 내 하역작업과 연관된 6개의 제품군(운영, 장비제어, 야드 및 안전, 군집관리,
정보관리 그리고 연결성)과 다양한 자동화 시나리오를 확인 ‧ 검토하는 시스템 툴즈(Tools)로 구성
된다.
- ‘운영’모듈은 원격 조종, 장비 기술자 등을 포함하는 모듈로 ‘장비제어’(포지셔닝, 장비유도, 충돌
방지 등에 관여)모듈과 야드 내 컨테이너 하역 및 안전을 담당하는 ‘야드 및 안전’모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 ‘군집관리’모듈은 군집 통제, 최적화 및 항만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정보관리’모듈은 항만 데이터
관리 및 분석과 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 ‘연결성’모듈은 항만 내 장비연동 및 시스템 통합에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항만 외부의 터미널운
영시스템(TOS: Terminal Operating System) 공급자, 자동화되지 않은 하역 장비 및 서버관리
등을 담당한다.
- 시스템 툴즈는 다양한 자동화 시나리오 모듈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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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lmar One 핵심 모듈 및 기능

출처: https://www.kalmarglobal.com/automation/kalmarone/(2019. 10. 16. 검색)

■ 모듈식 터미널 자동화 개념은 보다 현장 중심의 자동화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의 영역별 자동화는 일자리 감소 및 높은 투자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간 합의
점을 찾기 어렵고, 다양한 터미널 자동화 니즈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Kalmar One과 같은 개방형 ‧ 모듈식 자동화는 현장의 세부적 니즈에 부합하는 작은 부분부터 자
동화를 시도할 수 있고 ‘정보관리’모듈같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자동화 개념과 비교해 보다 현장 중심의 자동화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참고자료

a) https://www.kalmarglobal.com/pressroom/press_releases/2019/kalmar-introduceskalmar-one-the-industry-first-open-automation-system-for-container-handling/
(2019. 10. 16. 검색)
b) https://www.kalmarglobal.com/automation/kalmarone/(2019. 10.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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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파스트항, 스마트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발표
■ 벨파스트항은 북아일랜드와 유럽 주요 항만과 연결된 지역항이다.a) b)
- 벨파스트(Belfast)항은 유럽 주요 허브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항, 벨기에 앤트워프
(Antwerp)항,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항 등과 연결된 북아일랜드 지역항만이며 관문이다.
- 벨파스트항은 여객과 화물 모두를 관장하며, 점차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1. 벨파스트항 전경

출처: https://www.belfast-harbour.co.uk/corporate(2019. 10. 16. 검색)

■ 지난 1일 벨파스트항의 빅토리아 터미널 3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됐다.b)
- 지난 1일 벨파스트항 빅토리아 터미널 3(VT3: Victoria Terminal 3)를 대상으로 한 4,000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출입 물동량을 대비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 본 투자계획은 벨파스트항이 최근 발표한 ｢2035 전략적 전망(Strategic Outlook)｣의 일환이다.
30%의 처리능력 증대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의 스마트 지역항만으로 변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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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의 약 70%는 신규 크레인 구매 및 토목공사에 소요되며, 내년 1분기에 Liebherr Cranes
로부터 2기의 Ship-to-Shore(STS) 크레인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STS 크레인에 비해
더 큰 선박을 처리할 수 있다.
- 또한, Kalmar의 Rubber Tyred Gantry Cranes(RTGCs) 8기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야드 크레인과 비교해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이들 중 5기는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지역항만 또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벨파스트항은 장기적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 이러한 행보는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기업에 호의적으로 다가갈 것이고,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더 신속한 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게 해준다.
- 또한, 지역사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도 거점항만 뿐 아니라, 지역항만 관점에서의 세부적 ‧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적극
적인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정용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연구실 전문연구원
(jseo@kmi.re.kr/051-79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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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FACT, 항만물류 데이터 표준 개발

■ CMA CGM, Maersk, MSC 합작사인 Traxens가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표준 개발에
성공했다.a)
- 프랑스의 컨테이너 추적 솔루션 제공 업체인 Traxens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최근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유엔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를
통해 발표되었다.
- 2017년 10월, ‘스마트 컨테이너 BRS(Business Requirements Specification)’ 프로젝트로 시작한
해당 시스템 개발은, 데이터 교환 국제 표준 제시를 통해 SI(System Integration) 작업 시 용이성
확보, 타 시스템 간 정보처리 흐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 그 결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중인 플랫폼, 시스템 간 단일 데이터 생성･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교환 체계 개선, 업무 흐름 자동화, 알림 생성과 같은 부분이 향상되었다.

■ 새롭게 제시된 데이터 표준은 향후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시켜
블록체인망 활성화 등 공급사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a)
- 기존에도 로테르담항의 Container 42를 비롯해 여러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이 항만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컨테이너 이동과 관련한 지속적 의사소통, 다양한 교통수단 간 추적체계와 같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 세계 표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Traxens의 Jacques Delort 상무이사는 본 기술이 블록체인 등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빅데이터･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기여,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 감소를 통한 투명성 제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그리고 Hanane Becha 혁신･표준 분야 팀장은 해당 시스템이 컴퓨터의 물리적 언어를 통해 UI(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공급 사슬 내 의사결정 속도, 정확도
향상과 함께 운송, 물류 업무 자동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특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컨테이너 관련 업체들이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예를 들어 항만 도착 전 필요한 상세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가시성, 예측 가능성 개선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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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항만 적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b)
- 로테르담 항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2개년에 걸쳐 진행한 항만물류 활동 관련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인
‘Hyper Smart Container 42’의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항만을 컴퓨터 물리 언어와 연계, IoT(사물인
터넷)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로 연결하고자 한다.

그림 1. Hyper Smart Container 42 소개 그림

출처: http://www.portofrotterdam.com(2019. 10. 16. 검색)

-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열쇠로 ‘데이터’와 ‘창의･융합’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개발사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교환의 국제 표준 개발은 항만, 물류 관련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국내 항만･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도 효과 창출을 위해 통관 및 Port-MIS(항만정보관
리시스템) 고도화를 비롯, 육상･해상･항공 전 분야의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차후 실행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광모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momo0910@kmi.re.kr/051-79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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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Shopee 지속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저변 확대
■ 글로벌 물류기업 DHL 그룹의 한 부서인 DHL eCommerce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
래 플랫폼 중 하나인 Shope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a)
- DHL은 물류 산업에서 대규모의 회사 중 하나로 전 세계 2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약 36만 명의
직원이 있다.
- Shopee는 2015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이다.
- 이번에 체결한 파트너십은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동 파트너십을 통해 태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Shopee社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 태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은 2017~2025년 연평균 성장률이 32%로 전망되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25년에는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가 8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 유명 통계사이트 Statista에 따르면 전국상거래를 통한 태국의 총 상품 수입은 2022년 50억
달러를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DHL-Shopee 파트너십 체결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ups-delivering-on-sustainability-packages
(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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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는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b)
- 동 파트너십을 통해 Shopee의 판매자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위치한 DHL 서비스포인트에 상품을
위탁하여 고객에게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 DHL은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익일 배송 및 전 지역에 2~3일 내에 배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또한, DHL社는 향후 말레이시아 서비스 포인트 설치 공간을 천 개 이상 늘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상된 전자상거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ohys@kmi.re.kr/051-79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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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2022년까지 천연가스 트럭 6,000대 이상 구매 계획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IMO 2020, 친환경 항만 조성 등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 물류 분야 또한, 녹색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물류 운송업체인 UPS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트럭을 늘리겠다고 공표했다.a) b) c)
- UPS는 이미 미국 전역에 50개의 천연가스 주유소와 수천 대의 천연 가스 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3년간 6,000대 이상의 천연가스 트럭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인프라 지원뿐 만 아니라 진보된 기술 획득과 대체 연료 사용 증가를 위해 3년간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천연가스를 이용한 UPS 트럭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ups-delivering-on-sustainability-packa
ges(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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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2% 감축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우다.a) b) c) d) e)
- UPS는 2013년 이후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Renewable Natural Gas･RNG)를 이용한 대형트럭을
구매하였으며, 2026년까지 Clean Energy Fuels에서 1억 7,000만 갤런 정도의 RNG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0년에는 재생 가능 연료를 이용한 운송 차량을 UPS 전체 차량의 25%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고도의 유연성, 데이터 구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
크를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선하고 있다.
- UPS는 또한, ‘Rolling Laboratory’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운송에 기술을 접목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을 위한 운송 경로를 결정한다. 런던, 함부르크와 같은 밀집 도시에서는 운송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며, 미국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세계적으로 천
연가스, 재생 가능 연료 등을 이용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림 2. UPS Rolling Laboratory의 지속가능성 연구

출처: https://sustainability.ups.com/media/UPS_Rolling_Lab.pdf(2019. 10. 16. 검색)

류진아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jaryu@kmi.re.kr/051-79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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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상용 드론 배송에 대한 FAA 승인

■ UPS의 자회사 UPS Flight Forward는 상용 드론 배송을 위한 미국 정부의 Part135
표준 인증을 받았다.a) b) c)
- UPS는 지난 7월에 무인 항공 운송을 위한 자회사 Flight Forward를 설립하였으며, 전국 배송 네트
워크로 확장하기 위해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승인을 신청하였다.
- Part135 표준 인증을 받으면 야간 비행 금지 및 드론이 운전자의 시야 내에 머물러야 하는 사항과
같은 제한 없이 드론 운행이 가능하다.
- Alphabet’s Wing Aviation 또한, Part135 인증을 받았지만 2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한 번에 한
명의 조종사가 하나의 드론만 운행 가능하며 야간배송은 제한이 있으므로, UPS가 미국 정부 최초로
완전한 승인을 받은 것이다.
- 미국 교통부 장관 Elaine L. Chao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작한 무인항공기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Unmanned Aircraft System Integration Pilot Program, UAS IPP)의 성
공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무인항공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림 1. UPS의 드론 운행 모습

출처: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ups-granted-faa-approval-for-commercial-drone-deliveries
/564107/(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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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의 CEO David Abney는 향후 드론 배송을 통해 헬스 케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드론 배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d)
- UPS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Wake Med 병원 캠퍼스 내에서 Matternet 드론을 사용하여
온도에 민감한 혈액 및 기타 의료 품목을 운송하였으며, 향후 규모를 확대하여 Flight Forward가
전국 병원 및 의료 시설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앙집중식 운영제어센터를 건설할 것이며 지상 기반의 감지 및 회피 기술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드론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서비스를 확장하며 다양한 드론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화물 용량의 새로운 드론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실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연구원
(ohys@kmi.re.kr/051-79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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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nytimes.com/2019/10/02/us/UPS-drone-deliveries.html(2019. 10. 2. 검색)
d) https://pressroom.ups.com/pressroom/ContentDetailsViewer.page?ConceptType=Pre
ssReleases&id=1569933965476-404(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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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i OSK Lines, AI를 적용한 RoRo선 차량적재계획 개발

■ 일본의 Mitsui OSK Lines(MOL)은 오사카 대학 정보 과학 대학원 Shunji Umetani
부교수와 배선 계획 및 화물 적재 계획을 수립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a) b)
-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타 운송 업체의 운송 및 물류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배선 및 화물적재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의 적재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개발된 방법을 통해 MOL 직원은 빠르게 선박 배정 및 화물적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개발된 알고리즘은 수리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조합에서 제안된 계획을 효율적
으로 생성한다.b) c)
- RoRo선의 경우 다수의 항만에서 선적하고, 또 다수의 항만에서 하역해야 하므로 화물이 적재되는
테크 및 화물창 등은 화물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항해 중 화물적재/
하역 순서 및 선체 균형을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
- 그리항 이번에 수리적 최적화 기법을 기본으로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디지털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기술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운송 양이 많거나 항만 기항
순서가 갑자기 변할 때 재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의한 선박 배정 및 화물 적재 계획 혹은 Rule-Base 형식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선박 배정 계획 및 화물 적재
계획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권보배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b2kwon@kmi.re.kr/051-797-4774)

참고자료

a) https://freightcomms.com/mol-group-successfully-develops-car-carrier-allocationloading-plan-with-fundamental-technologies-of-ai/(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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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s://www.mol.co.jp/en/pr/2019/19064.html(201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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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 TradeLens에 합류

■ 북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GCT(Global Container Terminals Inc)는 Maersk와
IBM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TradeLens 공급망 플랫폼에 합류하였다.a) b)
- GCT는 북미에서 뉴저지와 뉴욕을 포함하여 4개의 터미널을 운영하며, 벤쿠버 항에 있는 GCT
델타 포트는 캐나다의 최대 규모 해상 터미널이다.
- TradeLens는 IBM과 Maersk가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 운송 플랫폼이며, 본 플랫폼 회원의
컨테이너 물량은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GCT는 TradeLens에 가입함으로써 해상 운송 업체, 화주 및 철도를 포함한 공급망 파트너와 안전
하게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CT는 첨단 터미널 운영의 선두 주자로 트럭 처리 및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c)
- 캐나다 밴쿠버 항의 아시아 태평양 관문 중심으로. GCT 델타 포트는 캐나다 최대의 해상 터미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 철도 연결 시설을 제공하며 GCT Vanterm은 북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터미널 중 하나이다.
- GCT New York은 온-도크시설과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있다. GCT
Bayonne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의 동부 연안에서 트럭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턴 타임을 제공한다.

■ GCT의 회장 Doron Grosman은 다른 항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고객 요구가 증대함
에 따라 터미널을 통해 화물처리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솔루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c) d)
- GCT는 혁신, 가치 및 보안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radeLens와 같은
기술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공급망 파트너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 Maersk의 글로벌 터미널 담당부서의 CEO이자 TradeLens의 책임자인 Mike White는
“TradeLens의 비전이 협업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실현하려면 포트, 터미널,
물류 제공 업체, 배송 업체 및 운송 업체와 데이터를 통합해야 하며 GCT와 TradeLens의 연결은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투명성 및 협업 시대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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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출범 한 TradLens에는 2019년 9월 기준 100개 이상의 조직(관세청, 화물
운송업자, 물류 회사 등)과 55개의 항만 및 터미널이 참여해 있다.e) f)
- TradeLens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천만 개 이상의 정보 이벤트가
등록된다. 그리고 55개의 포트와 터미널이 TradLens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12개 세관 당국이
통관의 가시성, 보안 및 자동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TradeLens의 기초 생태계는 운송 업체, 화물 운송 업체, 항만 및 터미널, 해상 운송 업체, 복합
운송 업체, 정부 당국, 통관업체 등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관련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다.

■ 다양한 조직과 항만 및 터미널이 TradeLens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플랫폼
합류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협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보배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b2kwon@kmi.re.kr/051-797-4774)

참고자료

a) https://smartmaritimenetwork.com/2019/10/21/global-container-terminals-join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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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www.rttnews.com/3038332/global-container-terminals-joins-blockchain-plat
form-tradelens.aspx(2019. 10. 28. 검색)
c) https://globalterminals.com/gct-a-leader-in-container-terminal-innovation-joins-tra
delens/(2019. 10.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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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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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전자상거래 분야 플라스틱 근절 캠페인 추진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근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a) b) c)
- 영국 웨일스(Wales)는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칼, 면봉 등의 사용 금지 계획을 밝혔
으며, 이를 위해 향후 플라스틱 판매 제한에 대해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 영국 스코틀랜드 역시 일회용 면봉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해 향후 면봉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노워크(Norwalk)는 내년 4월부터 도시 내에서 일회용 스터러(stirrer)
사용을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일회용 빨대 사용도 일부 제한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지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스
틱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인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며 플라스틱 사용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d) e)
- 지난 8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모디 총리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움과 동시에
간디 탄생 150주년을 계기로 전 국민이 플라스틱과 관련해 새로운 혁명의 기초를 닦아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모디 총리는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인도를 플라스틱이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혀 많은 국가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은바 있다.

■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f)
- 지난 10월 2일 인도 정부는 2022년을 플라스틱 사용 근절 캠페인 목표달성의 해로 지정했다.
- 인도 정부는 청결, 환경 및 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간디의 사상을 본받아 이를 해치는
플라스틱 사용을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미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쇼핑백, 빨대, 컵, 식기류 등 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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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플라스틱 근절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분야는 전자상거래 시장이다.f)
- 인도 정부는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이에 인도
상공부(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장 제품에 플라
스틱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 현재 인도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향후 대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할 것을 권고 받았다.
- 아마존, 플립카트 등 거의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을 포장해 온
만큼 대체 포장재를 찾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나 이미 친환경 포장을 위한 노력을 점차적으로 시
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아마존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이미 7%나 감소시켰으며, 향후 8개월 안에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플립카트 역시 올 8월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25%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
3월까지 100% 플라스틱이 없는 공급망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플립카트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 물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f)
- 현재 인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만 업계 관계자
들은 해당 캠페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업계에 요구하고 있으나 매일 발생하는 약 3만 톤의 플라
스틱 폐기물 중 1만 톤은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업계에서는 2022년까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인도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임에 따라 자국
내 모든 관공서에 칼, 물병, 폴더(문구류)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전국의 국립공원, 동물원, 야생 동물보호 구역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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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 추세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등의 사용을 근절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20207년
까지 단계적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하지만 국민과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퇴출시키는 사안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신수용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sy@kmi.re.kr/051-797-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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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식품콜드체인시장의 변화

■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품 품질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으며, 대형식
품회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품이력추적 플랫폼을
구축 및 시행하고 있다.a) b) c)
- IBM과 9대 대형식품회사인 네슬레(Nestle), 돌(Dole), 월마트(Walmart) 등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모듈 기반 유연성, 통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등이 적용된 Food Trust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 iTradeNetwork와 Pacific International Marketing(PIM)/Dynasty Farms는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이력추척시스템(iTrade Blockchain)을 개발했으며, 신선식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했다.
- Walmart food safety collaboration center(WFSCC)는 Food Safety Program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Varcode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들은 공급사슬 내 식품 안전성 제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식품 신선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블록체인기술기반 식품이력추적 플랫폼 개념도

출처: https://www.foodlogistics.com/safety/blog/21070106/food-safety-traceability-andtransparency-by-way-of-blockchain(2019.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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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시장 성장 및 온라인(online) 식품구매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냉장‧
냉동 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d) e)
- 미국 최고 부동산중개사인 CBRE는 향후 5년간 식품 온라인시장 성장으로 인해 최대 약 280만평
규모의 첨단 냉장‧냉동 창고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또한, 식품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트랜드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 소매업체의 40%가 AI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성 지향, 온라인구매 선호 등과 같이 변화하는 소비자 식품구매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활용한 한국형 식품콜드체인체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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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trans, 2024년까지 루가포트 개발

■ Novotrans는 2024년까지 러시아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Ust-Luga) 항에 루가포트
(Lugaport) 환적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a) b) c) d)
- 지난 5월 러시아 최대 철도 운영사인 Novotrans는 우스트-루가항 페리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2024년까지 루가포트(Lugaport) 환적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 루가포트 프로젝트는 러시아 인프라 및 물류운송로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Novotrans가
총 456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다.
- 루가포트 환적 단지는 곡물, 식품, 일반화물 등을 주로 처리할 예정이며 연간 2,500만 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루가포트(Lugaport) 개발 개요

출처: https://www.cbss.org/wp-content/uploads/2019/04/Prospects-of-development-of-the-seaportsof-the-Baltic-basin-of-the-Russian-Federation-and-yachting-Yuriy-Kostin.pdf(2019. 10. 18. 검색)

■ 우스트-루가 항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항만이며, 루가포트 프로젝트는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e)
- 우스트-루가항은 동서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남북으로는 핀란드만,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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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스트-루가 항만 위치

출처: https://www.cbss.org/wp-content/uploads/2019/04/Prospects-of-development
-of-the-seaports-of-the-Baltic-basin-of-the-Russian-Federation-and-yachting
-Yuriy-Kostin.pdf(2019. 10.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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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B항, 항만대기오염방지 실천계획 강화

■ 미국 최대 규모 항만인 LA/LB항은 2030년까지 대기오염제로 항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AAP(Clean Air Action Plan)를 통해 친환경화물취급에 대한 확약을 재확인하였다.a)
- 최근 LA/LB항은 2030년까지 CAAP에서 친환경화물취급과 관련된 사항 중 항내운송트럭
(drayage truck)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 계획으로는, 3년을 주기로 항내운송트럭 및 터미널 장비 등에 대한 운영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기간 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동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항내운송트럭 평가결과는 올해 초 발표된 바 있으며, 향후 LA/LB항은 대기오
염제로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시연(試演)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 한편 CAAP의 중･장기 계획에는 세계 경제에서 항만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 2006년에 처음 수립된 CAAP는 온실가스(GHGs) 배출량 기준에 대해 2030년까지 1990년대
수준의 40%이하, 2050년까지 1990년대 수준의 8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LA/LB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출처: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a-and-long-beach-deepen-clean-air-com
mitment/(2019. 10.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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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 진행

■ 첫째,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지난 10월 2일 컨테이너 추적 어플리케이션인 ‘Boxinsider’를
출시했다.a)
-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화주와 포워더에게 자신의 컨테이너 위치 정보 및 터미널 도착예상시간 등을
제공한다.
- 현재 대부분의 화주, 포워더, 기타 사용자들은 여전히 컨테이너 위치 정보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크다.
- 항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은 쉽고 신뢰성은 높은 컨테이너 추적 장치인
‘Boxinsider’를 개발했다.
-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컨테이너 위치 추적에 드는 소요시간은 약 20~50% 단축 가능하며
도착예정시간 대비 편차가 발생 시 스마트 알람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기도 한다.
- 이러한 ‘Boxinsider’ 개발은 로테르담항을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다.

■ 둘째, Nieuwe Waterweg 운하의 준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틀렉(Botlek)지역에
대형 선박의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b) c)
- 로테르담과 북해 사이에 위치한 Nieuwe Waterweg 운하는 1872년에 개통되어 매년 15,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로테르담항의 주요 운하이다.
- 그러나 기존 수심이 평균 14.5m로 초대형 선박의 통과가 불가능하여 보틀렉 지역 터미널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로포트에 있는 연안 선박 등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는 작업 시간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을 초래했다.
- 항만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차 대형화 되는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km 구간의
운하에 대해 약 1.5m 추가 수심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총 공사비 약 7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지난 2018년 3월 준설 공사를 시작했다.
- 올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보틀렉 지역에 대형 선박 입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로테르담항의 경쟁력이
향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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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로테르담항은 2030년까지 네덜란드 CO2 감축 목표대비 약 20~25%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d)
- 현재 로테르담항내에 위치한 산업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수소 생산, 풍력 발전 개발, 재활용
연료 사용,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다.
- 항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로테르담항이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약 20~25%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8년 네덜란드 총 산업은 5,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이 중 28%인 1,500만 톤이
로테르담항에서 나오고 있다.
-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1,4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해당 목표치가 산업
전반에 균등하게 나눠진다면 로테르담항이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량은 400만 톤 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약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해당 프로젝트들은 정부, 기업, 항만당국 간 상호 연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 로테르담항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환경 규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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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Y 파나마운하 이용 화물량 전년 대비 6.2% 급증
■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화물량은 2019년 회계연도(2018. 10. 1.~2019. 9. 30.) 중 2018년
대비 6.2% 증가한 4억 6,900만 PC/UMS(Panama Canal tonnes)를 기록하였다.a)
- 이는 2018년 회계 연도에 기록했던 기록적인 화물량인 4억 4,200만 PC/UMS을 상회했을 뿐
아니라 당초 2019년도 처리물동량으로 예상했던 4억 5,070만 PC/UMS도 초과하였다.
- 2019년 회계연도 중 LNG 및 LPG 가스 물동량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37.6%, 6.9% 증가하며
파나마 운화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 이에 따라 2018년 회계연도 대비 원유 운반선과 차량운반선의 척수도 각각 5.6 %, 6.6% 증가하
였다.

■ 파나마 운하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9년 회계 연도 중 1억 6,487만 164.87m PC/UMS
톤을 기록하였다.a)
- 2019년 회계연도의 벌크선 화물은 7,650만 PC/UMS을 기록하였으며 차량운반선인 로로선박의
화물량은 5,310만 PC/UMS다.
- 한편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의 물량은 4,430만 PC/UMS이며 LNG 운반선과 LPG 운반선의 물량은
각각 4,300만 PC/UMS, 3,780만 PC/UMS를 기록하였다.

■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주요 노선은 미국 동안~아시아, 미국 동안~남미 서안, 유럽~남미
서안 등이다.a)
- 2019년 회계 연도 중 파나마 운항의 주요 이용국은 미국, 중국, 일본, 칠레, 멕시코 순이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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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panama-canal-posts-6-2-incr
ease-to-hit-record-tonnage-in-fy-2019/(2019. 10.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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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벙커링 인프라 대비에 미흡한 홍콩항만에 전문가들
경고
■ 전문가들은 홍콩항만이 경쟁항만인 싱가폴에 비해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항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a)
- 최근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IMO의 선박온실가스배출 규제에 대비해 LNG 추진선박으로의 전환 및
신규발주를 늘려가고 있어 향후에는 LNG 벙커링 수요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항만 경쟁력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싱가폴 항만은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는 반면 홍콩항만의 경우 아직 기존의 항만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홍콩선주협회(Hong Kong Ship Owners Association)는 이전부터 항만에 LNG 벙커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이어왔으며 홍콩정부도 수중파이프 라인으로 인근 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연결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LNG의 경우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홍콩 당국이 여전히 LNG 벙커링 바지선 운영을 위한 규칙, 가이드라인, 직원 교육
및 인증 등에 있어 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홍콩 해운부는 홍콩항만에서의 LNG 벙커링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싱가포르항만은 이전부터 LNG 시대를 맞아 착실히 준비해왔으며 2017년 전 세계 항만
중 최초로 LNG 벙커링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a)
- 작년 6월 싱가포르 항만청은 2대의 LNG 벙커링 선박 건조를 위해 자국 가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
였고 올해 5월 처음으로 상업용 선박을 상대로 선박 간(ship-to-ship) LNG 벙커링 서비스를 시작
했다.
- 일본, 한국, 중국이 모두 선박 간 LNG 벙커링이 가능한 선박을 주문해 놓은 상황에서 홍콩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IMO의 유황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발효로
전 세계 6만여 대 이상의 선박이 비싼 저유황연료를 이용하거나 고가의 스크러버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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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MA-CGM LNG 추진 선박

출처: https://www.scmp.com/business/commodities/article/3031463/hong-kongs-port-failing-ready
-itself-lng-fuelled-cargo-ships(2019. 10. 4. 검색)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 중 하나인 CMA CGM은 얼마 전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9대를 발주했으며 그 중 1대를 해운업계 최초로 선보였다.a)
- 아직까지 LNG 추진선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을 필두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해운전문기관의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LNG가 세계 해운업에
있어 가장 큰 연료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최근 10년간 홍콩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08년 1억 8천만 톤에서 2018년 1억 6천만 톤으로 타
항만 대비 상대적, 절대적 수치 모두 감소세에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선박 연료 변화에 따라
홍콩정부와 항만 당국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항만 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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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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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ng-ready-itself-lng-fuelled-cargo-ships(2019. 10.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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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코기선, 11월부터 베트남-일본 간 Air&Ferry 서비스 개시

■ 일본의 대형 카페리 선사인 칸코기선(関光汽船)은 11월부터 베트남 호치민 발 일본
시모노세키 착 Air&Ferry 서비스를 개시한다.a)
-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항공 운송, 그룹 선사인 부관훼리의 부산-시모노세키 항로를
결합하여 베트남-일본 구간을 리드타임 2~3일로 연결한다.
-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항만 직항로의 혼잡도를 피한 대체 수송 경로라고 볼 수 있으며, 항공
운송에 손색없는 리드타임과 저렴한 운송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칸코기선이 베트남 발 패키지 운송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편의 고빈도 고속 운송 패키지로 주로 의류 및 잡화, 신발류 등의 급송 화물 수요에 대응할 예정
이다.1)
- 기존에는 그룹 선사인 부관훼리와 쑤저우(蘇州)-시모노세키 페리(SSF)를 결합하여 한일-일중 간
고속 운송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의 글로벌 무역 동향에 편승하여 베트남-일본 구간에도 컨테이
너선, 항공 운송에 대체 가능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 새로운 Air&Ferry 서비스는 호치민 발 심야 항공편을 이용하여 부산 김해공항까지 항공
운송하고, 김해공항에서 부산항까지 육송된 다음, 당일 출항하는 부관훼리에 연결된다.a)
- 익일 오전 시모노세키항 도착 후 트럭 및 철도 수송을 이용하여 관서 지방(오사카 등)에는 당일
도착, 관동 지방(도쿄 등)에는 다음날 도착하는 스케줄이다(그림1).
-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편 운항으로, 구체적으로 월요일 호치민 출발의 경우, 수요일에 오사카, 목요
일에 도쿄 도착 및 납품이 가능한 총 리드타임 2~3일로 구성된다.
- 항공운송에 손색없는 리드타임에 저렴하며, 컨테이너선 이용 시의 약 2주보다 리드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호치민 발 김해공항 착 화물은 여객편의 바닥 화물칸(베리 스페이스)에 탑재되며, 여객기 1편당
최대 5톤, 30㎥까지 실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도착 화물 수송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1) 신 서비스는 KLK(칸코 로지스틱스 한국)와 베트남 대형 포워더 Bee 로지스틱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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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 및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라 의류 산업 분야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의 생산 거점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a)
- 이에 따라 베트남 발 일본 착 항공 운송 수단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 운임은 상승
추세에 있다.
- 칸코기선은 이전부터 SSF를 이용한 중국 발 일본 착 의류･잡화 수송 실적이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베트남 발 화물 수송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일본 국내 주요 항만의 혼잡도는 날로 심해지고 운송지연 및 차량 부족 등의 과제가 대두
되고 있는 반면, 시모노세키를 경유한 베트남-일본 수입 루트는 안정된 운송이 가능하며 화주로서
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대
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칸코기선은 일본 발 베트남 착 화물의 수요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검토 중이다.

그림 1. 베트남-일본 간 Air&Ferry 서비스에 투입되는 부관훼리 카페리 선박(하마유)

출처: 일본 해사신문 마리나비(2019. 10.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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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해사신문 마리나비 https://secure.marinavi.com/(2019. 10. 14. 검색)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해양, 수산, 해운·해사, 항만·물류 분야 최신 해외 산업정보 매일 업데이트
(2019.10. 현재 1만 9천여 개 해외 산업정보 수록)

○ 산업정보 예시

해양

해운·해사

2019년 크루즈산업 트렌드와 친환경 크루즈선박 시장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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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외주", 유럽의 연안경비 정책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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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50년 유가전망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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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물류

일본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상업적 포경 재개 선언

DP World, 2018년에 기술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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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선박 대형화 Cascading Loop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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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항, 30만톤 규모의 VLCC 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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