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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를 절감시키는 7가지 혁신 기술
■ 선박의 연료소모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해운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다.a)
- 궁극적으로 친환경선박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개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대체에너지 도입에 따른 설계 변경에 이르기까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 최근 연료유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엄격한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연료절감
방법을 찾기 위하여 LNG 연료 사용선박, 이중연료엔진 및 운항선박의 개조를 통한 설계변경
등 광범위하게 기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선박의 연료유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최근 관련
업계에서 선박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7가지 친환경 적용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선박의 물 밑 아래쪽으로 공기를 주입(Air Lubrication)하여 발생되는 공기방울
(Bubbles)을 이용하여 연료유 사용을 줄일 수 있다.a)
- 선체 표면에 기포를 발생시켜 선체의 저항을 줄여서 에너지 절약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선체 설계를 바탕으로 공기윤활시스템을 활용하면 CO2 배출량을 최대 10-15%
까지 줄일 수 있다.
- 현재 노르웨이 크루즈 선박에 공기 윤활시스템인 Silverstream System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배출가스의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연료유 사용량을 감소시켜 선박운항 비용을 줄
이는 효과와 함께 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Silverstream 시스템은 선체를 따라 단일 '에어 카펫'을 만드는 미세 기포의 얇은 층을 생성
하면, 이는 물과 선체 사이의 마찰저항을 줄이고 선박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켜 연료소비 및
관련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 기술은 신조 선박 설계에 새롭게
추가시키거나 현존선박의 개조를 통해 불과 14일 이내에 기존 선박에 장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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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공기 윤활시스템(Air Lubrication)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 둘째, 선박의 프로펠러 허브에 장착된 하이핀(Hi-FIN)이라는 에너지 절약형 장치를
사용하여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상쇄하는 역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추진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a)
- 현대중공업(HHI)는 16만 2,000㎥ 급 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장치(Hi-FIN)을 장
착한 선박과 장착하지 않은 동일한 선종의 선박에 대하여 1년 동안의 연료유 소모량을 분석한
결과 2.5%의 연료유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8,600TEU의 컨테이너선박을 기준으로 연료절약 비용을 계산하면 컨테이너선박의 예상 수명을
25년으로 계산하였을 때 연간 약75만 달러, 25년간 약 1,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현대중공업(HHI)은 30여개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하이핀(High-FIN) 장착 선박을 수
주하였으며, LNG 선박에서부터 VLCC, LPG선박, 컨테이너선박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선박에
하이핀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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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하이핀(Hi-FIN) 연료절감 기술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 셋째, 선상에 “DC 그리드 시스템”을 장착하여 연료소비를 줄이고 소음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a)
- 다국적 기업으로 DC 드라이브를 생산하는 ABB에 의해 도입된 선상 DC Grid 시스템은 선
박이 연료유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소음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ABB와 기술 제휴하여 오프쇼어(Offshore) 플랫폼 선박인 Dina Star호에서 실시한 측정 및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엔진이 각 부하에서 최고의 연료효율을 얻도록 다양한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동하여 최대 약 27%의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선상 DC 그리드 시스템은 연료유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테스트 결과 기관실 소음이
30%이상 감소하여 기관실에서의 작업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 넷째, “저손실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스템”을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와 함께 최적의
성능을 가진 원동기를 작동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연료유를 절감할 수 있다.a)
-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스템의 주요특징은 연료소비를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배기가스 배출 원인
이 되는 과도한 엔진부하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Wartsila LLH 시스템의 경우 인버터 제어장
치와 기존의 전원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있고 인터페이스 되어있는 시스템이다.
- 엔진은 최고효율과 최소배출을 갖는 최적 설계가 되어있어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신속한 응답
을 통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시스템 성능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전반적인 하이
브리드 제어시스템은 선박의 전기시스템 및 에너지 흐름의 제어와 안정성의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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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및 프로펠러의 유형에 따라 최대 15%의 연간 연료유 절감 외에도 저손실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스템(LLH)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저손실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스템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 다섯째, 선박의 Bulbous Bow를 개조하여 연료유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다.a)
- 기존 선박의 Bulbous Bow를 변경하여 선체의 조파저항을 줄이기 위한 선형으로 현존 선박을
개조하여 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NYK 그룹 및 Maersk 라인과 같은 회사는 연료유 소비를 감축시키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
하였으며 NYK 그룹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약 23% 줄였으며, Maersk
그룹은 저속 운항 환경에서 약 8퍼센트의 연료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 DNV는 또한 신형 Bulbous Bow를 개발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Bulbous Bow 개조 이후에 연간 약 1,000톤 정도의 연료유 소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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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Bulbous Bow의 개조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 여섯째,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를 혼합(FOE, Fuel Oil Emulsion)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료유의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a)
- Blended Fuel Solutions의 연료유 에멀젼(FOE) 기술은 통상적인 연료유보다 더 완전하게
연소되므로 배기가스가 적게 배출되며 엔진이 더 빨리 작동하므로 유지관리비용이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연료유 사용량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상당한 재정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5. 연료유를 혼합(FOE, Fuel Oil Emulsion)하여 사용하는 선박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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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유 사용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a)
- Windship Technology Ltd의 보조 돛을 이용한 보조 추진시스템(ASPS)은 고정날개 돛 기
술을 사용하여, 선박의 갑판에 설치된 두 개의 35m 높이 마스트에 각각 세 개의 날개를 장
착하는 시스템이다.
-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풍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은 통상 선박자체의 풍력발전은 바람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연료유 사용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이 보조시스템은 선박에서 운영되고 있는 엔진의 출력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
기관(Main Engine)연료유 사용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림6.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선박

출처: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 또한, 태양광발전은 선박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상업용 에너
지절약형 태양광 솔루션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7가지 기술이외에도 현재 선박 방오도료시스템, 연료유 사용에 관련된 소프트
웨어의 최적화 및 저연비로 운전될 수 있는 엔진분야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운조선 및 기자재 업계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 환경규제 및 에너지 효
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솔루션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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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www.marineinsight.com/tech/7-technologies-to-reduce-fuel-consumption-ofships/ (2017. 7. 14. 검색)
b) A Study on the policy for Enlargement Application of Eco-fiendly
Technology for Korean Ships (2016년도 KMI 자체연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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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 온라인 플랫폼, 해운산업과 인터넷의 활발한
결합으로 급성장
■ 2017 중국 항운인터넷산업 발전보고(2017中国航运互联网产业发展报告)에 따르면
중국의 해운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200개를 넘어섰으며 해운산업과 인터넷의 결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a) b)
- 중국의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과 상해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루자쭈이 관리국은 공동으로
‘2017 중국 항운인터넷산업 발전보고(2017中国航运互联网产业发展报告, 이하 발전보고)’를
발표하여 중국의 해운업과 인터넷이 결합된 산업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망에
관해 소개하였다.
- 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해운 관련분야와 인터넷이 결합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미 200 곳을 초과하였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①YunQuNa(运去哪), 알리바바이다통(阿里巴
巴一达通)로 대표되는 해운서비스 온라인플랫폼 유형, ②OlymTech(奥林科技大掌柜)와 같이
물류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유형, ③ 선박의 항해위치, 화물 추적 등 화물과
관련된 해운데이터플랫폼 유형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해운산업과 온라인의 연계는 컨테이너 해운산업 부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해운과
관련된 통관, 하역 등 세분화된 영역과 내항운송, 벌크운송 등의 방면에서도 관련 플랫폼과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 해운산업과 인터넷의 연계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주와 선사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a) b)
- 해운기업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 진행되었던 기존의 해운물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주와 선사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과 만족도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 머스크는 2016년 말 Alibaba와 온라인 선복예약 시스템인 창웨이바오(舱位宝)를 출시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는 YunQuNa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주가 직접 머스크의 선복을 예
약할 수 있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선사인 CMA-CGM 역시 올해 8월 초에 YunQuNa와 협약을 체결
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주요 항만을 포함한 유
럽항로 6개와 지중해 항로 4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선복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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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와 온라인 플랫폼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선복예약 서비스는 항공권 예약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화주는 온라인을 통해 선사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과 일정에 따라 화물수
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스톱 국제물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 선사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수요자인 화주의 수요를 더 정확하고 빠
르게 파악하여 선복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그림1. 머스크와 YunQuNa가 운영중인 온라인 선복예약 시스템

출처: http://www.yunquna.com/hangxian-listindex-0-0-0-0-1-1.html?BPTypeId=7(2017. 8. 14 검색)

■ 해운산업의 온라인 연계와 관련 플랫폼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신용시스템의
구축,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a) b)
- 올해 초부터 해운산업과 인터넷의 결합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머스크는 블록체인 기
술의 도입을 통해 해운분야의 문서 작업을 개선하고 있으며, Flexport, Xenta 등의 새로운
해운 전자플랫폼은 자금유치에 성공하며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이러한 해운산업의 온라인 연계와 관련 플랫폼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
신용시스템의 구축과 종합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전자상거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래가격과 행위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신용제약과 보장의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해운 온라인플랫폼은 일반 전자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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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신용평가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전통적인 해운산업에서 공급사슬은 매우 긴 과정과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결합된 해운산업은 전 공급 사슬을 포괄하는 종합서비스를 고
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화물수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송현황을 더욱 용이하고 편리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참고자료

a) http://www.shisc.net/p/archives/71307(2017. 08. 10 검색)
b) http://www.shisc.net/p/archives/72485(2017. 0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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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컨테이너 해운산업 과점화 현상

■ 최근 COSCO와 SIPG(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의 OOIL(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td.) 인수로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과점화가 한층 더 심화
되었다.a)
- 최근 발간된 Drewry Maritime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OOIL과 컨테이너 부문인
OOCL은 험난한 시황에서도 평균 이상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이는 최근 OOIL의 P/B율(price-to-book; 주가순자산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0.8배를 훨씬
웃도는 1.4배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COSCO는 기존 OOIL의 경영 인력,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보인다.
- COSCO의 OOIL 인수는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인 컨테이너 시장의 펀더
멘털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Drewry에 따르면, 컨테이너 해운 및 항만 업계가 규모의
경제 추구를 통한 편익은 감소하는 한편 과점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구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익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규모의 경제가 감소하고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통합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간의 과열
경쟁과 선복 과잉으로 발생한 압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a)
-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는 경쟁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높은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경쟁강도가 낮고 각 시장 참여자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낮은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시장 분열 수준이 높아 경쟁강도가 강하고 시장지배력이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 컨테이너선 해운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기 위한 HHI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 해운산업 내
주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아직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심지어 산업 내 경쟁자가
10개사라 할지라도 HHI로 볼 때는 여전히 분열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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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주요 시장 참여자 수 분석

주: 허핀달-허쉬만 지수 산정을 위한 시장점유율은 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임
출처: https://www.drewry.co.uk/container-insight-weekly/weekly-feature-articles/a
nother-one-bites-the-dust

- ONE의 합병과 일본 3사의 신조 인도량을 고려해보면, 2021년에는 주요 대형 선사가 고작
10개사(2015년에는 17개사)에 불과하나 이들이 통제하는 선복량은 전 세계 선대의 82%가
될 전망으로 상당한 과점화가 진행될 것이라 전망된다.
- 규모의 경제에 따른 편익이 감소하고 컨테이너 해운 산업의 통합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간의
과당경쟁과 선복 과잉으로 발생한 압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컨테이너 해
운선사들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 연구원
(cyjjnas@kmi.re.kr/051-797-4635)

참고자료

a) https://www.drewry.co.uk/container-insight-weekly/weekly-feature-articles/another
-one-bites-the-dust(2017.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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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건화물선 시황회복 예상

■ 중국 경제지표 개선, 건화물선 시장 회복 신호로 여겨진다.a)
- 중국의 GDP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6.9% 성장하였다. 또한 올해 6월 중국의 산업생
산량은 작년 6월 대비 7.6% 증가했으며,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도 각각 11% 및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중개업체인 Allied Shipbroking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6.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건화물선 시장이 여전히 중국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화물선 시장이 회복할 것임을 보여 주는 신호라고 주장하였다,
- Allied Shipbroking에 따르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가 건화물선 시장에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와 1년 전의 선종별 1일 운임을 비교할 때 건화물선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
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올해 건화물선 운임이 비수기인 여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 운임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건화물선 시장의 뚜렷한 수요 증가세가 예상된다.b)
- Drewry에 따르면 선박평형수협약의 시행 지연에 따른 해체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건화물선 용선료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기적으로 선복량 증가
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용선료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IMO 선박평형수협약이 이행될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건화물선 용선료가 현저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Drewry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톤-마일 수요는 연간 약 3% 증가하는
반면 선복량은 연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IMO 환경규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발주량 축소와 해체량 증가로 선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건화물선 시장의 수요를 보면 철광석, 석탄, 곡물 및 마이너벌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는 중국의 철광석과 마이너벌크 수입 증가를 촉진할 것
으로 판단된다.
- 또한 건화물선 시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인도가 대규모 철광석
수출국으로 재등장하는 것이다. Drewry에 따르면 인도의 철광석 수출은 2015년 4백만 톤에
불과했으나 2016년 2,000만톤을 초과했으며, 올해는 3천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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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철광석 운송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다가오는 4분기 건화물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에서 중국으로의 철광석 수출이 빠른 속도로 재개되어 인도가
브라질과 호주에게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의 철광석
수출 증가로 인해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대의 투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화물선 시장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c)
- 건화물선 시장은 수급 격차가 축소되면서 올해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화물선
시장 수요는 2016년 대비 3%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철광석과 연료탄 교역 증가에 기인하며, 석탄 수요는 주로 베트남,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는 중국내 철강소비 증가로 철광석을 운반하는 VLOC와 케이프선의 투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라질 Vale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S11D가 완료될 경우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톤-마일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대형선박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 올해는 해체량은 많고 발주량은 축소되어 공급증가율은 2016년 대비 1%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선박평형수협약과 저유황 연료 사용에 대한 IMO 규제가 적용되어 노후선박 해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건화물선 시장은 IMO 환경규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해체량은 증가하고 발주가
감소되는 반면 수요가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부터 점진적인 시황회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전형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 센터장
(chun@kmi.re.kr/051-797-4631)

참고자료

a)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dry-bulk-market-chinese-economys-figures
-bode-well-for-a-sustained-recovery-in-the-dry-bulk-segment/(2017.7.29. 검색)
b)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26420/drewry-firm-demand-to-driverecovery-in-dry-bulk-shipping/(2017.8.2 검색)
c)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12391/drewry-dry-bulk-market-torecover-from-2017-onwards/(2017.8.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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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7월 중 선박해체, 유조선은 증가한 반면
벌크선은 감소
■ 그리스 브로커 업체이자 선박관리업을 수행하는 얼라이드사(Allied)의 2017년 1-7월
간 선종별 스크랩(폐선 해체) 집계 실적이 발표되었다.a)
- 시황 개선으로 운임이나 중고선박의 가격이 상승한 선종은 작년 동기(2016년 1-7월) 대비
스크랩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시황 침체가 이어진 선종은 선주의 조기 처분이 이루어져 스크
랩이 증가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스크랩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선종은 유조선이다.a)
- 2017년 1-7월 유조선 스크랩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431만 DWT로 확대되었다.
(전년 동기간 스크랩 154만 DWT)
- 척수 기준으로도 유조선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53척이 스크랩 되었는데, 스크랩 선박
평균 선령은 26.5년으로 전년 동기 29.1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이는 선주가 조기 처분을 단행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년 동기간 스크랩 30척)
- 주요 선형별 내역은 ▽ VLCC(대형유조선) 5척(전년 동기 1척) ▽ 수에즈막스 6척(전년 동기
1척) ▽ 아프라막스 12척(전년 동기 4척) ▽ MR(미디엄레인지)형 선박 12척(전년 동기 14척)
등이다.
- 유조선 운임지수 WS(World Scale rate)가 80을 초과해야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데 올해
들어 WS는 50 전후에 그치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 반면 벌크선 스크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a) b)
- 2017년 1-7월 벌크선 스크랩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431만 DWT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간 스크랩 1,078만 DWT)
- 척수 기준으로도 벌크선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150척이 스크랩 되었고, 스크랩 선
박 평균 선령은 24.8년으로 전년 동기 23.3년 대비 늘어났으며, 이는 선주가 스크랩을 보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년 동기간 스크랩 300척)
- 주요 선형별 내역은 ▽ 케이프사이즈 21척(전년 동기 61척) ▽ 파나막스 30척(전년 동기
82척) ▽ 수프라막스 47척(전년 동기 57척) ▽ 핸디사이즈 38척(전년 동기 65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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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벌크 시황이 개선되면서 케이프사이즈(18만 중량톤급) 기준 중고선가는 2016년
12월 연말 대비 한때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벌크선 중고선가의 상승은 선주들의 스크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스크랩을 보류하는 요인이 강세를 보여 당분간 스크랩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a) b)
- 올해 7월말 기준 고철 가격은 라이트톤당 360달러로 이는 2016년 12월 연말 대비 24%
낮은 수준이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Claksons, 2017. 8.)
- 최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탑
재 의무화 기간 2년 연기도 선주들의 스크랩 추진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 한편 하계 악천우로 인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스크랩이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스크랩 작업 중단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실장
(hjh@kmi.re.kr/051-79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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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943(2017. 08. 8 검색)
b)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0224(2017. 08.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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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 확장과 해운시장의 변화
■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로는 아시아-미국동안 컨테이너 항로인
것으로 나타났다.a)
-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큰 변화는 대형 선박이 파나마 운
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미국동안 컨테이너 항로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다.
- 파나막스급 선박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56척이 아시아-미국동안 항로에 투입되었으나 현
재는 30척으로 감소하였고, 대신 대형 선박의 투입이 늘어나 8천TEU 미만급이 22척, 8
천~1.2만TEU 미만급이 93척, 1만2천TEU급 이상이 9척 운항되고 있다.
- 아직까지 태평양 항로에서 76척의 파나막스급 선박이 운항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미국동안에 기항하거나 아시아-미국서안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 한편 2016년 이후 101척의 파나막스급 선박이 폐선되었으며, 현재 35척의 파나막스급 선박이
계선 중이다.
- 태평양 항로 이외에 아직까지 450척의 파나막스급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

■ 미국 동안의 항만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만지역의 산업용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다.b)
- 파나마 운하 확장이 미국 동안의 산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
왔다.
- 항만 인근 시설의 공실률이 낮아졌으며, 새로운 산업공간 확보를 위한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 미국 항만들은 수로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내륙수송체계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미국 동안의 항만 물동량은 20%이상 증가하였다.
-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과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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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 당국은 선사 유인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항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
다.c) d)
- LPG/LNG 선박 및 벌크화물 선박에 대한 요율을 할인하고,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 선박의
백홀(backhaul) 통항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파나마운하청(ACP)은 통항 선박의 환경 성능별 요금할인 제도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
에즈 운하와의 경쟁을 위해 추가 할인을 도입하게 되었다.
- 특히 해운 얼라이언스에 속한 초대형 선박들이 아시아에서 출발하여 미국 동안 항만을 기항
하고 돌아갈 때에도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 현재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15개의 정기선 서비스 가운데 9개만 백홀 통항 시에도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며 나머지는 수에즈 운하 등을 이용하고 있다.
- 요율 할인으로 백홀 통항이 확대되면 공컨테이너 회수 및 운항시간 단축으로 물류흐름도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수에즈 운하 당국도 통항 선박 유치를 위해 이용 빈도에 따른 우대 요율을 적용중이다.

최영석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yschoe@kmi.re.kr/051-797-4617)

참고자료

a)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26253/new-panama-locks-a-year-in-r
eview/(2017. 8. 10 검색)
b) https://www.cpexecutive.com/post/panama-canal-expansion-adds-to-us-indust
rial-boom/(2017. 8. 10 검색)
c) http://www.supplychaindive.com/news/Panama-Canal-toll-change-Suez-Neopan
amax/448897/(2017. 8. 10 검색)
d) http://www.joc.com/port-news/panama-canal-news/panama-canal-wins-back-t
raffic-lost-suez-canal_20170727.html(2017. 8.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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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선박･해운의 시대 개막
■ 조선･해운업 불황 속에서 스마트 선박･해운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a) b c)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더욱 엄격한 선박 배출가스 규
제를 시행하고 2017년 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1) 환경규
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선박 운항 관리체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이내비게이션
(e-navigation)2)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시장이 확대될 전망
이다.
- 한편, 롤스로이스(Rolls Royce)사는 미래 선박기술에 대해 2020년까지 선원이 줄고 한정된
기능에 대해 원격 조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2025년까지는 근해에서 항해 가능한 완
전 무인시스템의 원격조종 선박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30년부터는 먼 바다로의 항
해가 가능하고, 2035년까지 전자동 무인 선박이 개발되어 먼 바다를 항해할 것이라 예측하
였다.

■ 국제 선주 및 선박관리 정상회담(ISSS)에서 ‘스마트 해운’ 관련 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d)
- 2017년 9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제 4회 국제 선주 및 선박관리 정상회담(International
Shipowning and Shipmanagement Summit, ISSS)이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ISSS에서 주의 깊게 다룰 주제는 바로 ‘스마트 해운’(smart shipping)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박 건조와 선박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 오늘날 해운산업은 기술진보와 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그리고 선박 관리 분야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Dubai Maritime
Cluster, Columbia Shipmanagement, Innovation Garage, Wallem Group 외 다양한
선주(ship owner) 및 해운업체의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선박의 디지털 시대 준비, 선박
관리와 선주의 연결고리 강화, 선박관리 시장의 규모 확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 신조선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기존 선박의 경우에는 2019년 9월 이후로 시행이 유예되었음 (KMI 월간동향,
해운항만, “BWM 협약 유예와 BWMS 한계에 따른 국제기구의 노력”
2) IMO가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선박운항체계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선박은 전
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상에서는 환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기위
해 해상무선통신환경을 개선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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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박 엔진 모니터링 기술, ClassNK CMAXS가 개발되었다.e)
- 일본의 MOL(Mitsui O.S.K. Lines, Ltd)사가 ClassNK 엔진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여 엔진의 유지보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는 엔진 모니터링 기술이다.
- 정식 명칭은 CMAXS e-GICSX이며, 메인 엔진을 가동시키는 전기 시스템을 모니터링한다.
두 척의 신조 선박에 ClassNK CMAXS 차세대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VDR, 데이터 기록 장치(data logger), 메인 엔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하나의 플랫폼에
서 정보를 통합하여 갖가지 정보와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 또한 데이터를 이용해 ClassNK CMAXS 시스템을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인 CMAXS 웹서
비스(CMAXS Web Service)로 통합하여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L사의 CMAXS 정보는 선원뿐만 아니라 물류 기업에게도 유용하다. 이로써
MOL사는 스마트 선박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MOL사 ClassNK CMAXS 시스템 개요

출처: http://www.marinelog.com/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26668:mol-moves-ahead-on-smartships&Itemid=231%201/(2017. 8. 17. 검색)

■ 현대중공업이 최초로 스마트 선박 통합솔루션을 개발했다.f)
- 현대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는 항해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항해 방법을 표준화하고, 운항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하여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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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프로펠러 가동 정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항해를 지원한다.
-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스마트 선박 통합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연간 약 6%의 운항 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6,500대급 자동차 운반선과 25만 톤급 초대형 광석운반선을 대
상으로 실증작업을 완료하였다.
- 불황의 조선업계에서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불황을 극복하고, 세계 제1의 조선대국으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선량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 연구원
(srlee@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67200003.
HTML?input=1195m (2017. 8. 14. 검색)
b) http://blog.naver.com/atfrontier_1/220996935421(2017. 8. 14. 검색)
c) http://www.rolls-royce.com/~/media/Files/R/Rolls-Royce/documents/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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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tp://www.marinelog.com/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26668:molmoves-ahead-on-smart-ships&Itemid=231 (2017. 8. 10. 검색)
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67200003.
HTML?input=1195m (2017.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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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실현 ; 미래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효율적인 미래 해양운송수단으로 무인 화물선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a) b)
- 선박 운항에 있어 인적요인은 선박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효율적인 해양운송수단 개발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및 상업용 무인항공기 등의
주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혁신기술 기반의 무인 화물선 도입 연구 및 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조선사들은 2020년 말 원격조정선박 운항 계획 및 2035년 무인자율운항선박
운항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르웨이는 2018년에 완전 전기 자율 화물선을 도입하고, 2020년
에는 완전한 자율화물선 운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미국선급협회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는 자동화 선박 운항 기술 개발과
2021년 10월 무인화물선 운항을 목적으로 선급 조직, 조선소, 장비 제조업체 등 무인 화물
선 개발을 위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였다.
- 현재 무인 화물선 개발 얼라이언스는 미국선급협회(ABS), 중국선급협회(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중국 선박 연구개발 연구소(China Ship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등 9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박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자율운항, 환경 인지 및 원격
제어 등 통합적 무인화물운송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1. 자율운항선박 개념 설계도

출처: www.ship-technology.com, 2017. 7. 31 검색,

www.information-age.com, 2017. 6.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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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운･항만･해양･조선분야의 미래전략형 통합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마련이 시급하다.c)
- 국내 조선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선박의 연비향상 및 에너지 절감형 장비, 운항 관리․제어 기술 등 스마트선박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국내 항만분야에서는『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5)』의 주요 추진과제
에 ICT 기반으로 하는 고생산성화, 무인자동화, 친환경화를 위한 차세대 스마트포트 구축 계
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실질적인 운항을 위한 해운, 항만, 해양, 조선분야의 총괄적인 미래전
략형 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2025년 이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

■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주도형 자율운항선박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d)
- ICT 기반의 기술 혁신･융합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향후 10년 내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운항 및 세계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선박 건조단계부터
운항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걸친 국가주도형 혁신체제기반 구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해운, 항만, 해양, 조선분야의 통합형 자율운항선박 도입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형 선박 운항
안전 향상, 비용의 효율화, 저성장 조선 산업의 전환 등이 기대된다.

박혜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hrpark@kmi.re.kr/051-79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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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ttps://www.wartsila.com/media/news/22-05-2017-one-sea-autonomous-maritimeecosystem-introduced- roadmaps-to-autonomous-shipping (2017.8.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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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주요
규제사항
■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5월 'Marine Notice'를 통하여, 선박 기인 오염방
지를 위한 주요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하였다.a)
-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선박배출가스관련 규정(MARPOL Annex VI)에
의한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미세먼지의 배출 감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규
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s; ECAs)과 그 외 지역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된다.

■ 황산화물(SOx) 및 미세먼지의 배출 관련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b)
- 배출규제해역 외 지역에서의 현행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기준은 3.5% m/m (mass/mass)
이며, 이는 2020년 1월부터 0.5%로 하향 조정된다.1)
-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기준은 0.1%이며 국제해사기구는 현재까지 발틱
해, 북해, 북아메리카(미국 및 캐나다)의 동서해안, 그리고 미국의 캐러비안 해역 등 총 4개
지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조서(Annex VI)에 따르면, 계획된 항로에서 기준에 상응하는 연료유를
구득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의 행정당국과 기항지의 해당항구 관리당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 동 부속서는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신, 제시된 황함유량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배기가스 세척
시스템 및 스크러버의 사용 역시 대안으로 허용하고 있다.

■ 질산화물(NOx) 규제를 위한 마린디젤 엔진 관련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b)
- Tier I, II 제한 규정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NOx ECA)을 제외한 해역에서 적용되며,
- 보다 엄격한 Tier III 제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어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된 마린디젤 엔진에 적용되며, 해당 해역에서 기존 선박이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2)
-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해당 규제의 채택시기 또는 해당 규제
에서 규정하는 날자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 Tier III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 2016년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0차 세션에서 채택되었음.
2)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총 2개 지역으로, 북아메리카 해역, 그리고 미국의 캐러비안
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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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130 kW 이상의 새로운 마린디젤 엔진을 구매 하는 경우, 선주 및 운영자는 해당 엔진
의 국제 선박엔진 대기오염방지 인증(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EIAPP) 및 이를 검증한 기술문서(Technical File)를 확인해야 한다.
- 199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5,000 kW 이상, 실린더 배기량(per cylinder displacement) 90리터 이상의 현존 마린디
젤 엔진에 대해서는 Tier I 수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선박들은 엔진
업그레이드 키트(engine upgrade kit)을 설치하는 등 관리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개선방
안을 의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Tier III 제한 규정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c)
- Tier III 질산화물 배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ystem; SCR)와 같은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아직 SCR 기술 수준이
슈퍼요트와 같은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 국제해사기구는 레저용 선박(총톤수 500gt 이하, 길이 24m 이상)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Tier III 수준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3)

안용성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s@kmi.re.kr/051-79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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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0차 세션, 2016. 10.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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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66차 세션에서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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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해사안전국, THETIS-MRV 시스템의 가동 준비 완료

■ 유럽 해사안전국(EMSA)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
환인 THETIS-MRV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하였다.a)
- 유럽연합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규제법안(MRV Regulation)에 따라서, 유럽연합 지역내
항구를 이용하는 대형선박 운영업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CO2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매년 배출 데이터를 공개하는 THETIS-MRV 시스템의 운용으로, 그간 배출 대비
감축실적이 저조했던 해운 업계에서도 2018년부터 CO2 배출량 보고 대상업체들이 자발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1)
- 해당 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운업체 및 운영회사 등 산업계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보고-검증 법안의 대상은 총톤수 5,000GT 이상 선박으로 국한하고 있다.2)
그림1. 자율운항선박 개념 설계도

출처: THETIS-MRV 시스템의 비디오 튜토리얼 화면 캡쳐

1) 해당 시스템은 2017년 8월 7일부터 유럽 해사안전국(EMSA) 홈페이지에서 운용 중임.
2) 유럽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총톤수 5,000GT 이상의 선박이 유럽연학 역내 항구 기항 선박 중 55%, 전체 배출량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THETIS-MRV 시스템을 통하여
연료유 소비량, CO2 배출량 등의 연간 총량 데이터를 매년 발표하게 된다.b)
- 유럽 해사안전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후행동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limate
Action)과 함께, 2016년 3월부터 합동으로 CO2 배출량, 연간 연료류 소비량, 그리고 그외
에너지 효율 관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왔다.
- THETIS-MRV 시스템은 기존의 THETIS 정보시스템을 유럽 해사안전국 주도의 MRV 용도
에 맞도록 개선한 결과물로, 해당 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주체들과 함께 모니터링
계획을 준비하고, 유럽연합 및 각국의 기준에 따라서 배출보고서 및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게
된다.
- THETIS-MRV 시스템은 의무 작성 모듈(mandatory module)과 자발적 참여 모듈(voluntary
module)로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가 배출보고서(의무 작성)와 모니터링 계획(자발적 참여)를
각각의 모듈을 통하여 시스템 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증주체는 역시 시스템 상에서 해
당 배출 보고서의 규정 준수 정도, 모니터링 계획의 유효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HETIS-MRV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선박의 연
료유 소비량, CO2 배출량, 주요 에너지 효율지표 등의 연간 총량 데이터를 매년 발표하게
된다.

안용성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ahnys@kmi.re.kr/051-797-4716)

참고자료

a) GREEN4SEA. "EMSA launches MRV system to reduce EU shipping emissions".
2017. 8. 7.
(https://www.green4sea.com/emsa-launches-mrv-system-to-reduce-eu-shippingemissions/)
b) 유럽 해사안전국(EMSA) 홈페이지;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Regulation (EU)
2015/57 - THETIS MRV
(http://www.emsa.europa.eu/ship-inspection-support/thetis-mr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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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M 협약 유예와 BWMS 한계에 따른 국제기구의 노력

■ 제71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선박평형수관리(BWM) 협약의 D-21) 규칙
이행에 관한 수정 사항을 승인하였다.a)
- 일부 회원국들은 BWM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도크(Dock),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의
승인문제로 인한 이용가능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D-2 규칙에 따른 이행시기 연장을 제안하
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1차 IMO MEPC는 기존 BWM 협약과 새로운 개정안
의 양립 체제를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 조율을 통한 최종확정 및 즉각적인 적용을 권
고한 바 있다.
- 회원국과 작업반의 논의 끝에 위원회는 최근 D-2 규칙에 대한 수정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협약의 발효일인 2017년 9월 8일 이후의 신조선은 D-2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 또한, 2017년 9월 8일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은 IOPP 정기검사가 2017년 9월 8일부터
2019년 9월 8일 완료인 경우와 2019년 9월 8일 이후로 구분하여, 전자는 협약 발효 후 두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후자는 협약 발효 후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D-2 규칙을 준
수하여 BWMS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은 2018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72차 MEPC에서 회원국들에게 배
포될 예정이다.

■ 미국선급(ABS)은 현재 설치된 BWM 시스템의 43%가 작동 불능 또는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다.b)
- ABS는 BWMS가 설치된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 등 220척 선박을 소유한
27명의 선주에게 BWM 시스템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ABS는 시스템의 57%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 43%는 작동불능 또
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 시스템의 14%만이 정기적으로 실행되어 모니터링 및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
며, 43%는 실행 중이지만 모니터링 또는 검사는 받지 않는 상태였다. 29%는 시스템 운영

1)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평형수 배출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선박의 평형수의 미생물 개체 수, 농도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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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었으며, 14%는 작동 불능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주가 직면한 공통과제는 설치, 시운전, 해기사 훈련 및 숙련도 등이
있었으며, 하드웨어 유지 보수 및 예비부품의 선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ABS의 환경담당 책임자, 토마스 커크(Thomas Kirk)는 “일부 선주의 성공적인 BWMS 이용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제기구들은 침입성 수중생물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c) d)
- 지구환경기금(GEF),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해사기구(IMO)(GEF-UNDP-IMO)가 공동
수행한 선박평형수 유해 수중생물과 병원균의 이동 및 개발도상국의 BWM 협약 구현을 돕는
GloBallast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 GloBallast는 BWM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지식 공유, 교육 및 훈련,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해운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 GEF-UNDP-IMO는 GloBallast를 기반으로 GloFouling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선박
생물오손(Biofouling) 관리 및 통제를 위한 IMO 가이드라인 이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BWM 협약의 실질적인 발효시점이 2년 유예된 상황에서 현존선의 BWMS 설치 및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주관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보람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zzz3678@kmi.re.kr/051-797-4640)

참고자료

a)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mepc-71-to-implement-the-bwm-convention/
(2017. 8. 14. 검색)
b) http://www.seatrade-maritime.com/news/americas/43-of-bwm-systems-inoperabl
e-or-problematic-abs-survey.html (2017. 8. 15. 검색)
c) http://www.ship-technology.com/news/newsimo-concludes-globallast-project-to-a
ddress-marine-bio-invasions-5774514/ (2017. 8. 15. 검색)
d)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new-global-project-to-address-bioinvasions
-via-ships-hulls/ (2017. 8.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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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업의 위기와 중국정부의 크루즈선박 건조 지원

■ 중국 주간지 카이신(Caixin)은 중국국가조선업협회(CANSI, China Asscociation of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 자료를 인용, 중국 조선업이 신조선 수주 및 수
주잔량 감소로 인해 향후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a)
- 중국국가조선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국 조선사들의 신조선 수주량은 총 1,151만
톤(dw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며 수주잔량은 8,284만 톤(dwt)으로 30.5% 감
소했다.
- 협회는 수주 감소뿐만 아니라 치열한 가격 경쟁과 조선소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 중국 조선사
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상승하는 노동비용 또한 수익성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조선사 80곳의 상반기 매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280억 위안(189억 달러)이며 총 이익은 49% 감소한 9억 8천 만 위안이다.

■ 중국정부는 국내 조선소의 크루즈선박 건조를 “Made in China 2025"1)의 주요 목
표로 정했다.b)
- 중국정부는 화물선의 글로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가 주춤하자 크
루즈선박 건조로 눈을 돌렸다. 또한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내 수요가 연간 30% 증가하고
있어 국내 조선소의 크루즈선박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 중국조선그룹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는 이탈리아 크루즈 건조사 핀칸티에
리(Fincantieri)를 포함한 유럽 기술자들로부터 크루즈 선박건조기술을 배우고, 핀란드의 바르
질라(Wartsila)와 같은 외국의 선박기자재 생산업체 등과 현지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 상하이 지방정부는 크루즈선박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약 5억 위안(7억 3,997만 달
러)을 지출할 계획이다.c)
- 상하이 바오산공업단지 행정관리위원회 레이수광(Lei Shuguang) 위원장에 따르면 상하이 정
부는 상하이 북부에 10평방킬로미터(km2)의 사무소 및 공장 단지를 건설하고 입주 기업들이
1) 2015년, 중국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중장기 제조업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제조업과 ICT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 공정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고도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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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하이 정부는 크루즈선박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 유치를 통해 중국의 고급 크루즈선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레이수광 위원장은 크루즈선박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은행자금 및 최근에 조성된 정부자
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급 네트워크가 중국의
크루즈 선박 건조 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부 유럽 조선업체들은 중국이 크루즈선박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크루즈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b)

c)

- 독일조선해양산업협회(VSM) 라인하르트 루켄(Reinhard Luken) 협회장은 중국정부가 크루즈
선박 건조를 주요 목표로 둔 것에 대해 업계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이 목표를 설정하면 거의 무한대의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 카펫, 방음장치 등의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간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크루즈선박 건조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쉽
지 않다고 말했다.

전우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참고자료

a) https://www.marinelink.com/news/shipbuilding-sinking427690(2017. 8. 2. 검색)
b) https://www.cnbc.com/2017/07/24/reuters-america-analysis-chinese-shipbuilder
s-tap-rising-cruise-demand-rattle-european-rivals.html (2017. 8. 2. 검색)
c) https://www.marinelink.com/news/shanghai-million-cruise427696(2017. 8.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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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기간항로에서의 인도네시아 항만 성장세

■ 최근 주요 컨테이너 동서기간항로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항만을 새로운 기항지로 추
가하고 있다.a)
- 과거 일각에서는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의 범위가 초대형선의 등장과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일부 주요 관문항과 중심축항만 위주로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선복량 과잉,
연료비용 감소, 피더 항만의 확장 등으로 최근 인도네시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항만과
타 대륙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중심축항만의 역할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CMA-CGM은 5,095 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직항
서비스인 SEANE(South East Asia North Europe Service) 서비스를 도입하여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탄중 프리옥에서 운항을 개시하였다. 또한, CMA-CGM은 자카르타를
OCEAN 얼라이언스의 Transpacific 서비스인 Columbus Roop에 기항지로 추가하였다.
표1. 인도네시아 기항 주요 기간항로 서비스(2017년 7월 기준)
선사

서비스

항로

주요 기항지

평균 투입
선박크기(TEU)

ANL
(CMA-CGM)

APR

Trans
pacific

Port Klang, Singapore, Jakarta,
Lae, Kimbe, Rabaul, Port Moresby

1,500

Hong Kong, Vung Tau, Singapore,
Port Klang, Colombo, Halifax, New
York, Norfolk, Savannah, Port
Klang, Singapore, Jakarta, Laem
Chabang, Vung Tau, LA, Oakland

9,000

Laem Chabang, Jakarta, Singapore,
Port Klang, Tanger, Med,
Southampton, Rotterdam,
Singapore

5,100

OCEAN
Alliance

Columbu
s Loop
아시아유럽

CMA-CGM

SEANES

주: 아시아 역내 및 아시아-호주 항로 서비스는 제외한 동서기간항로 서비스임
출처: https://www.drewry.co.uk/container-insight-weekly/weekly-feature-articles/direct-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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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운송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a) b)
-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자 세계 5대 인구대국으로 IMF는
5년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인도를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도네시아 직항 서비스 신설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인도네시아가 그간의 경제 성장과 인구 규모에도 컨테이너 기간항로에서 제외된 이유는 빈약한
배후 공급사슬 인프라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2016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World Bank의 항구, 철도, 도로, IT 등의 무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과 UNCTAD의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경제권 평균보다 낮
았다.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수준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타 국가와 비교해도 열악한 편이
며,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 역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뒤쳐져 있다.
그림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성과지수(인프라)와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

출처: https://www.drewry.co.uk/container-insight-weekly/weekly-feature-articles/direct-action

-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르(Joko Widodo)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바다에서 승리한
다.”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해양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역내 및 원양 항로의 연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주로 운송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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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탄중 프리옥 항만 확장, 파팀반 항만
개발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a) c)
- 인도네시아 제1항만인 탄중 프리옥은 2013년에 최대 590만 TEU를 처리했으며, 2016년에
는 인도네시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에 달하는 550만 TEU를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인
항만 확장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1년까지 총 1,200만 TEU
이상, 2024년까지 총 1,950만 TEU 이상으로 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새로
운 컨테이너 터미널 7개를 건설하는 항만 확장 계획에 착수하였다.
- 그러나 대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탄중 프리옥 항만은 향후 자바 서부 지역의 성장세를 감당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아 탄중 프리
옥에서 약 150Km 떨어진 파팀반 항만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일부 개발이
완료되면 150만 TEU을 처리하고, 최종 완공되는 2027년에는 7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다.
- 파팀반 항만 개발은 강력한 정치적 지지와 해외 투자자금 도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보이며, 항만 세부 설계는 올해 3분기까지, 착공 시기는 올해 4분기로 예상 된다. 이후
항만 운영자와 조인트벤처 파트너 선정 과정과 항만 배후부지 개발 과정이 남아 있다.

최영재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 연구원
(cyjjnas@kmi.re.kr/051-79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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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 연안여객, 복합운송을 통한 서비스의
편리성과 활성화 도모
■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는 비교적 많은 도서지역이 입지해 있어 다양한 연안여객운
송이 발달하여 왔다.a)
- 스코틀랜드 지방에는 Bute, Great Cumbrae, Isle of Arran, Islay 등 도서지역과 반도지역
등이 분포되어 있다.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이들 도서지역의 연안여객 운임이 버스 등 대중교통과 요금이 동일하
도록 하는 Road Equivalent Tariff(RET)를 시행하는 등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 연안여객운송의
서비스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 왔다.
- 연안여객운송 서비스는 CalMac Ferries Ltd.(CFL)사, Argyll Ferries 등 CFL사의 자회사,
Western Ferries와 같은 민간선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 등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입지하고 있다.a)
- 스코틀랜드 Gourock 터미널은 철도역과 연접되어 있어, 도보로 몇 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Bute 섬에 가는 Wemyss 연안여객터미널도 철도역에 인접하는 등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철도운송 및 시외버스와 연계한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단일 티켓
으로 환승이 가능하다.a)
- ScotRail사는 역 창구 등에서 철도와 연안여객운송을 결합하는 복합운송 티켓을 발매하고 있다.
서비스되는 지역은 Belfast 지역, Clyde Coast 지역, Mull, Skye와 Outer Hebrdes

지역,

Orkney와 Shetland 지역이다.
- 연안여객 선사들도 주요 도서지역 혹은 반도지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부터 주요 역 혹은 주요
도시까지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gyll Ferries사는 Dunoon 터미널에서 동일한
버스를 이용하여 페리에 승선후 Glasgow 중앙역까지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요율 절감, 환승과 이동 절차의 생략, 동일한 버스로 쾌적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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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카니아(Scania), 자사 생산 자동차를 LNG
추진선박으로 운송하는 계획 발표
■ 트럭･버스 제조 전문기업인 스웨덴 스카니아는 8월 1일 자사 생산 자동차를 향후
LNG 추진선으로 운송하여 환경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a) b)
- 화주의 친환경･고효율선박에 대한 지지는 LNG 추진선의 보급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로이드선급은 현재 컨테이너선, 카페리, 가스운반선 중심인 LNG추진선이 장래 벌크선, 자동
차운반선 등 폭넓은 선종으로 확대될 것이며 화주들이 LNG 추진선 등 친환경･고효율선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 화주가 LNG 추진선에 의한 운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비
용절감 때문이다.a) b)
- 자사 제품이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운송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완수를 통해 기업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
- 선박연료로 LNG를 도입할 경우 기존 중유 대비 황산화물 100%, 미세먼지 90%, 질소산화
물 90% 수준의 감축이 가능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 또한 LNG는 중유 대비 이물질이 적어 연비성능이 우수하므로 고효율 운항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 LNG 추진선은 중유 추진선 대비 선종별로 3~5%의 운항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스웨덴 Wallenius Lines와 일본 NYK가 합작 설립한 「United European Car
Carriers; UECC」는 올해 하반기부터 스카니아사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LNG 추진선
으로 운송할 예정이다.a) b)
- LNG 추진선은 독자적으로 엄격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해역을 중심으로 운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UECC는 2010년 이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그리고 CO2 배출
감소 효과까지 있는 LNG 추진선의 개발을 확대해 왔다.
- UECC는 중유와 LNG 연료 모두 주입이 가능한 이원 연료 엔진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이자 4,000대 규모의 운송이 가능한 오토에코호와 오토에너지호를 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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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트해 지역 수송 서비스에 투입해 왔다.
- 스카니아사는 UECC의 환경 기술에 관한 선진적인 대처를 높이 평가하고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럭이나 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오토에코호와 오토에너지호를 통해 운송하는 계
약을 UECC와 체결하였다.
- 네덜란드 공장에서 출하되는 자동차는 발트해 인근 러시아, 폴란드, 그리스, 터키 등으로 운
송될 예정이다.

■ 화주의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a) b)
- 2016년 10월 화주계열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은 4,500대 규모의 운송이 가능한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 2척의 건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 동 선박은 2019년부터 유럽-북미 항로에 투입될 예정으로 화주가 LNG 추진선을 직접 발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폭스바겐은 동 선박의 선주로서 머스크 라인(Maersk
Line), CMA-CGM 등 EU권 선사들에게 선박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 사회적 책임 완수와 비용 절감을 위해 LNG 추진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려는 화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실장
(hjh@kmi.re.kr/051-79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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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의 지속적인 해적 출몰과 대책 협의
■ 나이지리아 지역 인근, 무장한 해적으로부터 공격당하다.a)
- 7월 30일 나이지리아, 보니 섬의 서남쪽방향으로 15해리 떨어진 곳에서 무장 해적들이 파나
마 국적선인 OYA 1 선박에 위협을 가하여 승선하고 있던 5명의 선원이 탈출하였다. 모로코
언론에 따르면 5명의 승무원 중 2명은 모로코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선원이라고 언급하
였다.
-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iracy Reporting Centre)1)에 의하면 무장한 해적들의 공격
이 시도되었지만 해적들의 정체와 소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해군은 해당 선
박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해적 침입 사고 또한 본국에 보고하였다. 나이지리아 해군은 조사를
위해 안전한 항구로 선박을 견인하였다.
- 해적 감시단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해적들의 패턴은 선원들을 납치하고 선박
에 방화를 지르는 것이 다수 관찰되었다. 가장 최근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보고된 5건의
사건에서 31명의 선원들이 나이지리아 해적으로부터 피랍되었다.
그림1. 나이지리아 인근 해적 출몰 지역

출처: https://www.icc-ccs.org/index.php/piracy-reporting-centre/live-piracy-report/details/169/1449 (ICC-CCS,
2017. 8. 7 검색)

1)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re):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1981년 설립되었으며 말레이사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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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해적에 대항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다.b)
- 나이지리아 교통부 소속인 로티미 아매치(Rotimi Amaechi)는 나이지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을 막기 위하여 외국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로티미 아매치(Rotimi Amaechi)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를 방문한 싱가포르
외무부 소속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나이지리아의 경우 해적 출몰율이 전 세계 1위를 차지

하는 만큼 싱가포르와 같은 타국에서 해적 출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배워야한
다고 언급하였다.
- 이후 해적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 기업과 일정 수준의 협력 관계를
승인하였다.

■ 우간다, 해적 퇴치 회의를 개최하다.c)
- 우간다는 인도양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소말리아와 연방국가들 및 지역 대표자들2)과 함께
엔테베(Entebbe)에서 해적퇴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해상보안 조정위원회
(MSCC;Maritime Security Coordination Committee)3)와 정부 간 기구(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도 함께 참여하였다.
- IGAD의 평화 및 안보 담당 국장인 Tewolde G. Redda 대사는 소말리아에서 선거가 실시
된 이후에 해적 퇴치를 위한 목표 달성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8년까지 MSCC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MSCC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주들과 연방국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소말리아는 불법어업, 마약 매매, 독성 있는 쓰레기 투기, 인신 매매, 불법 무기 및 야
생동물의 운송 및 해적행위와 같은 다국적 해양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본 회의는 해상보안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해적 퇴치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 본 회의에 지역대표로서 주발랜드(Jubbaland), 사우스 웨스트 주(South West state), 푼트랜드(Puntland), 갈무드
(Galmudug) 및 히르샤벨(Hir-shabell)의 고위직이 참여함
3) 해상보안 조정위원회(MSCC; Maritime Security Coordination Committee) : MSCC는 FGS의 해군 조정위원회
(NMCC)와 소말리아 지역 해양조정위원회(Putland, Galmudug, Juba 임시행정부(JIA) 및 미래 지역 행정부를 포함)가
해상 보안 개발과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 및 매개체임

| 41

그림2. 우간다가 개최한 해적 퇴치 회의

출처: http://www.newvision.co.ug/new_vision/news/1459315/uganda-holds-meeting-combat-piracy-somalia
(2017. 8. 7 검색)

이혜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연구원
(jinlee@kmi.re.kr/051-797-4626)

참고자료

a)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26479/armed-pirates-kidnap-five-crew-offnigeria/ (2017. 8. 7 검색)
b)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nigeria-singapore-partner-to-fight-waterwayspiracy/ (2017.8. 7. 검색)
c) http://www.newvision.co.ug/new_vision/news/1459315/uganda-holds-meetingcombat-piracy-somalia (2017.8.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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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운송 수출 서비스부문 큰 폭 감소
■ 2016년 우리나라 해상운송 서비스부문 수출 전년대비 27.6% 감소했다.a) b) c)
- 우리나라의 2016년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대비 22.9% 감소했으며, 수송
서비스 수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해상수송 서비스 수출액이 2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7.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송서비스 수출
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항공운송 서비스 수출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에는 26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9% 감소했다.
- 세계 운송서비스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2017년 상반기(1/4분기)에도 우리나라 운
송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4% 감소하고 있다.

■ 세계해운시장 서비스 공급과잉으로 2016년 세계 해상운송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대비
12.7% 감소했다.a)

c)

- 2016년 세계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8,526억 달러로 전년대비 4.3% 감소했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아프리카(-8.6%), 아시아(-7.0%) 순이며, 운송서비스 수출액이 유일하게 증
가한 중동지역(3.0%)은 항공부문 운송서비스 수출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그림1. 세계 운송서비스 수출액 증감 추이 (2010~2016)

출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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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해상부문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2,9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감소했으며, 해운서비
스의 과잉 공급과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벌크화물의 수송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화물운송
단가가 낮게 반영되었다. 그동안 컨테이너선은 공급과잉이었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 항공분야 물동량이 전년대비 3.8% 증가했음에도 항공산업 공급과잉으로 항공화물 운송가격
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6년 세계 항공 운송서비스 수출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은
세계 수송서비스 중 비중이 가장 큰 해상부문 수송비 하락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그 여파로 철도 및 도로 등 타 운송수단 서비스 수출액도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 2016년 4/4분기 이후 세계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b) c) d)
- 세계 운송 서비스 수출이 2016년 4/4분기 이후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운 및
항공 산업은 2017년 1/4분기에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항만의 컨테이너선적 처
리 지수는 국제항공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과 같이 증가했다.
- 세계 최대 환적컨테이너항만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2/4분기 이
후부터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홍콩은 2016년 4/4분기 부터 운송서비스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17년 1/4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4.0%, 3.8% 증가했다.
그림2. 2016년 분기별 주요국 운송서비스 수출액 증감율

주: 증감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임
출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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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말 기준 세계 주요 화물선 실소유국(DWT 기준) 중 1위인 그리스(30억 1,929천
DWT)의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3/4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23억 4,291천DWT), 중국(17억 9,296천DWT), 독일(9억 8,807천DWT)은 2017년 1/4
분기 이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화물선 실소유국 기준 6위인 영국(8억 4,669천DWT)과 7위인 우리나라(7억 2,344
천DWT)의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WTO는 2017년 3/4분기 세계 상품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c) e)
- 2016년 세계 상품 교역액(15조 9,554억 달러)이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은 연료 및 광산
제품 수출액(2조 830억 달러)이 14.3% 감소한 영향이며, 농산물 수출액(1조 5,868억 달러)
은 1.2% 증가했으나 공산품1) 수출액(11조 2,193억 달러)은 1.6% 감소했다.
- 세계 국가 중 2016년 상품 수출액이 가장 많은 중국(1위)과 미국(2위)은 각각 전년대비
7.7%, 3.2% 감소했으나, 독일(3위)과 일본(4위)는 각각 1.0%, 3.2% 증가했다. 상품 수출
액 순위 8위(4,954억 달러)인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 2016년 상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미국(1위)과 중국(2위)은 각각 전년대비 2.8%, 5.5% 감
소했으나, 독일(3위)과 영국(4위)의 상품 수입액은 각각 전년대비 0.3%, 1.5% 증가했다.
상품 수입액 순위 10위(4,062억 달러)인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6.9% 감소했다.
그림3. 세계 무역전망 지표(WTOI)

주: Red (Index < 97.5), Amber (97.5 ≤ Index ≤ 102.5), Green (Index > 102.5)
출처: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wtoi_07aug17_e.htm (2017.8.10. 검색)

1) Iron and Steel, Chemicals, Office and telecom, Automotives, Clothing and textiles, Other manuf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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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WTOI(World Trade Outlook Indicato
r)2)는 102.6 (Index = 100)로 2017년 3분기 세계 상품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
며, WTOI 부분지표 중 수출주문(102.9), 항공화물운임(107.9) 및 컨테이너운송(104.2)의
높은 성장세로 증가 추세를, 농업 원료(98.8) 및 전자부품 무역(99.9)는 둔화 추세를, 자동
차 생산 및 판매(95.3)는 감소로 전망했다.
- WTOI는 세계상품무역량의 변화를 평균적으로 3~4개월로 전망하므로 세계 상품무역량을 예
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나, 이를 수정 및 보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해운항만 및 수산 정책에 유용한 관련
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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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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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7.
d) IHS Maritime, World Fleet Statistics 2016,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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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I(World Trade Outlook Indicator)는 수출주품, 항공화물운임(IATA), 컨테이너운송, 자동차 판매 및 생산, 전자부품,
농업원료에 대한 단일 복합지수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무역관련 종합지수로 세계 상품무역량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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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10년간 동향

■ 동향 1: 라인강(Rhine)-뫼즈강(Meuse)-스켈트강(Scheldt)를 잇는 북해 델타 지역에
위치한 항만들의 입지가 지난 10년간 더 강화 되었다.a)
- 유럽에서 가장 큰 항만은 로테르담항으로 ’16년 기준 1,238만 TEU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앤트워프 항과 함부르크 항이 각각 1,004만 TEU, 891만TEU로 로테르담항의 뒤를 잇고 있다.
-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07년 대비 각각 14.8%, 22.8%의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하였으나 벨기에의 연안항만인 줴브리헤항의 컨물동량은 유럽-극동지역 컨테이너
노선에 기항하던 얼라이언스 및 선사들의 기항패턴 변화에 따라 같은 기간 31% 감소하였다.
-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항만권역인 라인강(Rhine)-뫼즈강(Meuse)-스켈트강(Scheldt)
델타 지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물동량은 ’07년 대비 11.5% 증가한 2,400만TEU(’16년)로서
이는 EU의 총컨테이너 물동량 중 2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 Rhine-Scheldt Delta

출처: https://www.visitingmexico.info

■ 동향 2: 남유럽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a)
- 지난 10년간 유럽 컨테이너 항만들 중 남유럽지역 항만들의 물동량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다.
피레우스(Piraeus)항의 컨테이너 실적은 지난 ’07년 137만 TEU에서 367만TEU(’16년)로 증가
하여 그리스 컨테이너물동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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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테살로니키항(Tessaloniki)의 컨테이너물동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EU지역 컨테이너
실적의 3.9%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 내 7번째로 큰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하였다.
- 특히, 남유럽지역의 컨테이너항만들은 지난 10년동안 라인강(Rhine)-뫼즈강(Meuse)-스켈트
강(Scheldt) 델타 지역 항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포르투칼 항만들은 지난 10년간 환적항으로서의 기능 확대, 인근지역철도 건설, 내륙항 개발
등을 통해 항만들의 기능과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지속적으로 EU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
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항만확장으로 EU내 물동량 점유율을 1.3%(’07년)에서 2.5%(’16
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 스페인 개별 항만들의 성장 동향은 상이하였는데 발레시아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08년
360만TEU에서 ’12년 447만TEU로 급증하였으며 MSC가 발렌시아항을 환적거점항만으로
지정한 이후 컨 물동량 성장세는 지속되어 ’16년 472만TEU를 기록하였다.
- 반면, 바르셀로나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실적은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08년 257만TEU
에서 ’19년 180만TEU로 급감한 후 지난해 224만TEU를 기록하며 다소 회복하였지만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 동향 3: 지중해 서측지역의 환적 항만들간 큰 성장 격차가 발생하였다.a)
- 지중해 서측의 환적 허브항만들은 아시아-지중해간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1990년대에 건설
되었다. 이 환적항만들의 물동량성장률은 ‘07년 대비 12%로, 증가한 물동량은 120만TEU를
기록하였다.
- 이베리안(Iberian)반도의 남부 끝에 위치한 알헤시라스(Algeciras)항만은 작년에 무려 476만
TEU를 처리하는 기록을 세워, 2007년 대비 39%의 물동량 성장률을 나타냈다.
- 하지만 이탈리아의 환적허브항만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여다. 지오이아 타우로(Gioia Tauro)항
만은 2003년에 3백만TEU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이후로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sygen@kmi.re.kr/051-79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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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top-eu-container-port-regions-2007-2016the-rise-of-south-europe/ (2017. 8. 9. 검색)

증강현실(AR) 기술 기반 웨어러블 기기의 ‘영토 확장’,
물류 산업에 새 기준 제시
■ 구글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1)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a) b)
-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구글 글래스(Google Glass)가 구글 글래스 엔터프라이
즈 에디션(Enterprise Edition)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2년간 GE를 비롯해 보잉, DHL, 폭스
바겐, 농기계 제조업체 AGCO 등 33개의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 특히, GE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 항공 분야에 구글 글래스를 적용하고 있다.
배선 기술자가 풍력 터빈을 조립할 때 34%의 생산성 증가와 품질 개선을 했으며, MRI 공
장의 창고 직원들이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때 46%나 작업이 향상되었다. 또한, 항공엔진 조
립에서의 불량률을 줄이고 유지보수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 사생활 침해 논쟁으로, 급기야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단종 되었던 구글 글래스가, “기술이 완
벽해질 때” 차세대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던 약속대로 부활한 것이다.
그림1. 산업용 장비에 초점을 맞춘 구글 글래스의 활용

출처: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17/07/18/google-glass-is-back-with-hardware-focused-on-theenterprise (2017.7.14.검색)
1)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컴퓨터를 통해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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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은 미국, 유럽, 영국 전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비전
피킹(Vision Picking)’2)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다.c)
- 비전 피킹이 적용된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스마트 안경을 통해 물류 창고 내 특정
제품의 구역 및 위치, 주문 수량, 수하물 하역 장소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작업자는 업무 중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편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 비전 피킹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인식하며,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연계되어 물
류창고 내 내비게이션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 실제로 DHL이 글로벌 전역에서 실시한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비전 피킹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은 평균 15% 향상됐으며, 업무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다.
-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여 신규 작업자를 위한 교육시간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물류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의 활용으로 양손이 자유로운 작업자

출처: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17/07/19/google-glass-never-really-left/ (2017.7.14.검색)
2) 증강현실(AR)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물류창고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업무 정확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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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최적화에서도 증강 현실 기술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d)
- 운송과 관련된 물류 기술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캐너와 센서기술은 물류 회사와 제조기업이 오류, 손해 및 제품
결함을 검사 및 규정 준수를 위해 스캔하고 문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화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와 지침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각화시켜 버튼을 터치할 수도 있다.
- 또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한층 향상되어 보다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건물과 건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국내 물류 산업에서의 신기술 적용과 동시에 관련 원천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e)
- 일반적으로 DHL, 아마존 등의 해외 대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사 물류산업에 적용하여 업무 효율
향상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
- 국내 대표적인 물류 운송기업인 CJ대한통운도 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 등의 신기술 자체개발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넘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에 있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류 산업에서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한, 화제의 중심인 구글 글래스와 마이크로스프트의 홀로렌즈 등 증강현실(VR) 기반의 신
기술 역시 여전히 시장 잠재력이 큰 만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원천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

김효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물류기술실 연구원
(hj_kim@kmi.re.kr/051-79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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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kong6053@kmi.re.kr/051-797-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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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만 터미널, 에너지 저감 시설 투자 확대로 친환경
항만 구축
■ 미국 조지아항, 친환경 항만 구축을 통한 비용 저감 위해 LED를 택하였다.a)
- 미국의 주요 항만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친환경 항만 구축 및 에
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LED 조명에 투자하고 있다.
- 특히 조지아 항만당국은 터미널에 재래식 조명을 대체하여 지능형 센서 제어장치를 포함한
400여개의 LED 마스트 조명을 새롭게 장착할 예정이다.
- LED 조명에는 밝기조절시스템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됨으로써 항만 작업 시 조명의 최적화를 위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 밝기조절시스템 개발회사 마케팅 담당 부사장 존 차머(John Chalmer)는 “웹 기반 인터페이
스는 터미널 운영자가 조명 제어를 쉽게 할 수 있어, 운영 생산성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젝슨빌항, LED 조명으로 에너지와 유지비용을 절약한다.b)
- 미 항만에 LED 조명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항만별로 향후 10년 동안 약 1.6백만 달러의 에
너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플로리다 젝슨빌 항만은 항만 능력 확충을 위해 1억 달러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
획에 따라 재래식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서 약 67% 에너지 효율 향상을 얻었다.
- LED 조명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아 향후 10년간 유지보수비 절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밀도로 밝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눈부심을 방지한다.
- 또한 시스템의 전체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조명 레벨의 조정이 가능한 조광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 친환경에너지에 집중하다.c)
- 암스테르담항은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2020년까지 설치될 태양광 패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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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스테르담항의 목표는 항만 이용자 및 암스테르담의 모든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면적을 매년 전년대비 2배씩 확대하는 것이다.
- 현재 크루즈터미널 부근 창고에 총 11,500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280만 KWh로, 900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한다.
- 암스테르담항은 항만 지역의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을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넬의
공동구매,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주변 지역의 에너지
가격 인하도 도모하고 있다.

박상원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psw6745@kmi.re.kr/051-79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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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해 연안국, 교통･물류 개발을 위한 협력 추진
■ 카자흐스탄, 카스피 해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a) b)
- 2018년 카스피 해 내 카자흐스탄 물동량이 2,5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회사들과 카자흐스탄 남서부 카스피 해 연안지역에 위치한 만기스타우
(Mangistau) 주는 교통 및 물류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 만기스타우 주 주지사 예랄리 투그자노프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연계 공사 중인 카자흐스
탄의 쿠릭(Kuryk)항과 그루지아의 아나클리아(Anaklia)항 간 MOU 체결을 통해 운임료 통일
및 운송 과정 간소화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며, 양국의 통상관계가 단계적
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쿠릭항 북방 국제 상업항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완공 시 300만 톤 규모의
건화물과 150만 톤에 이르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물류협력 확대를 위해 카스피 해 연안 투
르크멘바시-카라보가즈-카자흐스탄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림1. 카자흐스탄 카스피 해 쿠릭(Kuryk)항 전경

출처: http://satoil.kz/na-kaspii-nachalos-stroitelstvo-paromnogo-kompleksa-v-portu-kuryik/l(2017.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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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교통･물류 및 에너지 분야 협정에 합의하다.c)
-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남 카프가즈
지방을 경유해 유럽까지 가는 카스피 해 횡단 물류수송 루트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다.

■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및 아제르바이잔과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에 합의
하다.d)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한국과의 국교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중동
및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양국은 올 4분기 교통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 인프라 전문가 교류와 교육 훈련
등 논의하기로 했다.
- 올해 6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바쿠-숨가이트간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바쿠 메트로,
동서고속도로 등 아제르바이잔 교통인프라 확대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2017년 9월 흑해-카스피해 국제교통포럼이 조지아에서 개최된다.e)
- 2017년 9월 7-8일 조지아 바투미에서 제4차 흑해-카스피해 국제교통포럼이 개최된다.
- 이 포럼에서 지역 간 화물운송 주요 장애요인과 신 교통회랑 개발, 석유제품 운송시장 자유화,
카스피 해 및 흑해 지역 간 환적물동량 증가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엄지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051-797-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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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흑해 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분석
■ 2017년 상반기 흑해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이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다.b)
- 컨설팅 회사인 INFORMALL은 2017년 상반기 흑해 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조
지아, 불가리아)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처리량이 총 99만 2,409TEU라고 밝혔다.
- 5개 나라의 총 컨테이너 처리량 중 수입이 54%, 수출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컨테이너
비율이 75.3%, 공컨테이너 비율은 24.7%를 차지하고 있다,
- 수출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나라는 조지아로 전년대비
24.9% 증가하였다.
- 수입은 전년대비 19.1%로 증가하였으며 러시아가 28.4%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이
어서 우크라이나(24.1%), 조지아(16.0%), 불가리아(1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 흑해 지역 컨테이너 처리량

주: 적컨테이너 기준임
출처: http://www.bunkerportsnews.com/News.aspx?ElementId=8a685a4f-b199-4570-bd1f-f561e18c55d4

■ 터미널별로 살펴보면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의 DPW 터미널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기록하였다.c)
- 루마니아 콘스탄차항 DPW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 비중은 18.4%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의 NUTEP 터미널 처리비중은 12.6%로 2016년 5위에서 2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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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의 CTO 터미널(11.1%), 조지아의 APMT Poti 터미널
(11.0%),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의 NLE 터미널(9.9%) 순으로 나타났다.
- DPW, LNE 터미널을 제외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DPW 터미널은 2.9%, LNE 터미널은 5.5% 감소하였다.

■ 선사별 컨테이너 처리 비중을 살펴보면 머스크가 23.7%로 1위를 차지하였다.a)
- 상위 5개 선사의 흑해 지역 컨테이너 처리 비중을 살펴보면 머스크(Maersk)가 23.7%,
MSC가 21.7%, ARKAS 11.0%, CMA CGM 9.3%, COSCOCS 8.4%로 나타났다.
- 2017년 상반기는 ARKAS가 CMA CGM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하였으며 CSCL과 COSCO의
합병으로 탄생한 COSCOCS가 상위 5개 선사에 신규로 진입하였다.
표1. 흑해 지역 상위 5개 선사별 컨테이너 처리 비중
선사

H1 2016
비중(%)

H1 2017
비중(%)

H1 2016 순위

H1 2017 순위

MAERSK

23.8

23.7

1

1

MSC

21.4

21.7

2

2

ARKAS

10.4

11.0

4

3

CMA CGM

10.9

9.3

3

4

COSCOSC

7.2

8.4

6

5

출처: http://www.en.portnews.ru/comments/2370/

이나영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lny0326@kmi.re.kr/051-7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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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사태 이후 걸프해상 운송 변화

■ 카타르의 걸프 해상 봉쇄에 우회항로인 오만항을 이용하기로 했다.a)
- 카타르 정부는 걸프 국가들의 항로 봉쇄에 따른 대안으로 오만의 소하르(Sohar)항 및 살랄라
(Salalah)항을 오가는 주 3회 정기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타르의 화물은 일반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으로 운송된 다음 피더선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되었다.
- 그러나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는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한다고 간주, 단교
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카타르 국적 선박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카타르를 왕래
하는 다른 선박에 대한 접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카타르 당국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카타르 사태 이후 오만 입항 선박 척수가 증가하고 있다.b)
- CargoSmart 자료에 의하면 오만은 걸프 국가들의 카타르 항로 봉쇄 효과로 봉쇄개시주간의
접안 선박 척수가 다른 주간 대비 약 75% 증가하였다.
- 특히 분쟁이 발생하기 전 3~5월 사이 주당 최대 접안 척수는 8척이었으나, 위기 발생 후 1
주일간 14척으로 증가하였다.
-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카타르 하마드항~오만 소하르항 간의 신규 서비스가 시작된 것에 기인
한다.
- 또한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은 걸프 국가들의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카타르와 오만
사이에 피더선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란은 카타르와의 직항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c)
- 한편 이란은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걸프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한 상황에서 음식 등 필수품을
항공 및 해상으로 카타르에 수출하여 왔다.
- 최든 이란 선사인 Valfajr는 7월 중순까지 페르시아만 항만인 뷰셰르에서 카타르까지 직항 노선
개설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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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항 노선을 통해 ‘비석유 무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로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해 카타
르까지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다.

조소희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sohee_jo@kmi.re.kr/051-797-4693)

참고자료

a)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40248145(2017. 6. 23. 검색)
b)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23759/number-of-ships-berthing-inoman-soars-after-qatar-crisis/(2017. 6. 28. 검색)
c)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domestic-economy/67886/iranplans-direct-shipping-route-to-qatar(2017. 7.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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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벨기에･프랑스 주요 항만의 세금우대제도 폐지 결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연안항 및
내륙항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를 2017년 말까지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a) b)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벨기에와 프랑스의 주요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세금우대제도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6년에는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항만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법
인세 징수를 권고하였으나, 벨기에와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말까지 벨기에와 프랑스가 항만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와 비슷한 예로, 2016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항만에서의 법인세 면제 제
도를 국가보조(state aid)로 간주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네덜란드 항만을 법인세 대상
에 포함시켰다.
- 현재 벨기에의 경우, 앤트워프(Antwarp), 브뤼헤(Bruges), 브뤼셀(Brussels), 챨러 로이
(Charleroi), 겐트(Ghent), 리에 주(Liège), 나뮈르(Namur), 오스 텐드(Ostend) 등 주요 항
만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에도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자국법에 따라 보르도(Bordeaux), 덩케르크
(Dunkerque), 라 로셸(La Rochelle), 르아브르(LeHavre), 마르세이유(Marseille), 낭트생나
제르(Nantes-Saint-Nazaire), 루앙(Rouen), 과들루프(Guadeloupe), 구아 네(Guyane), 마
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Réunion) 항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 법인세 면제는 국가보조(state aid)에 대한 EC조약을 위반하는 제도로서, 주변 국
항만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다.c)
- 유럽엽합은 EC조약 제 107조(구 제 87조) 1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항과 3항의 예외 조항을 바탕으로 시장 실패의 교정, 사회적 형평의 고려라는
두 가지 목적에 입각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제 107조 1항에 따르면 ‘회원국’ 또는 ‘회원국 재원’을 통해 공여된 어떠한 형태의 보조도
‘특정 행위’나 ‘특정 물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그것이 ‘회원국 간의
교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공동시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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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와 프랑스 항만에 대한 세금우대제도의 폐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a) b)
- 세금면제제도는 벨기에와 프랑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제
도이므로 위원회는 폐지결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면제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세금우대제도 폐지 결정으로 인해 미래 항만 개발 투자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EC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항만 개
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a) b)
- 2017년 5월, 위원회는 준설 비용 등을 보조해 주고자 항만(항공) 부문의 공공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그 결과, 현재 각국 정부는 연안항에 대해서는 최대 1억 5천만 유로, 내륙항에 대해서는 최대
4천만 유로를 위원회의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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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a) https://www.joc.com/regulation-policy/transportation-policy/international-transportation
-policy/eu-outlaws-tax-breaks-belgian-french-ports_20170727.html(2017. 8. 17.
검색)
b)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european-commission-forces-belgium
-france-to-aboli-68245.aspx?taxonomy=Ports1#hide(2017. 8. 17. 검색)
c)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2181_en.htm(2017. 8.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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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성장 위해 국경통과 운송에 주력
■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경통과 운송에 주력하고 있다.a)
-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국경통과 운송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 각 국가별 경제 수준 및 인프라 개발 등에 차이가 있지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세 국가
모두 메콩강 경제권에 위치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6개국에 속해 경제협력
에 많은 이점이 있다.
- 또한 중국 국경과 인접하고 있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경통과 운송은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요 성장 수단이 될 전망이다.

■ 국경통과 운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간 물동량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a)
- 태국에서 생산되는 소비재 및 건축 자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주변 국가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물이 국경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 2017년 1~5월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개국 간 국경통과 운송을 통해 거래된
총 수출액은 약 133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액 158억의 84%에 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2016년과 비교해 약 6.4% 증가한 수치이며, 태국 정부는 국경 간 무역이 태국 전체
수출규모를 약 5% 증가 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MS 6개국은 국경통과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경 간 교통 및 운송 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b) c)
-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GMS 6개국은 국경 간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경통과 운송 협약(GMS-CBTA: GMS
Cross-Border Transport Facilitation Agreement)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MOU를 통해 GMS 6개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차량에 대하여 운행 허가 및 최대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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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시 입국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GMS-CBTA는 통관, 출입국 절차 등 국경 간 육로 운송을 위한 관련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운송차량, 화물 등은 GMS 교통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 할 수 있다.
- 또한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GMS 6개국 내 여러 회랑들이 국경 간 무역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a) b)
- 동남아시아 국가 간 국경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요인으로 GMS의 여러 회랑 중
하나인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이 손꼽히고 있다.
- 동서경제회랑은 태국 북부에 위치한 묵다한(Mukdahan)주에서 시작하여 태국과 국경을 마주한
라오스 남부의 사반니케트(Savannakhet)를 지나 베트남 다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20Km에 이르는 주요 경제회랑이다.
-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재정 자원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GMS 6개국을 연
결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국경통과 운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김동환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kdong@kmi.re.kr/051-797-4913)

참고자료

a) https://www.ajot.com/premium/ajot-thailand-and-cambodia-logistics-infrastructure-gain
ing-importance-for (2017. 8. 14. 검색)
b) http://www.nationmultimedia.com/news/breakingnews/30316537 (2017. 8. 14. 검색)
c) http://english.vietnamnet.vn/fms/government/183218/cambodia-laos-vietnam-na-com
mittees-strengthen-cooperation.html (2017. 8.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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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UAE) 경제 발전의 중심, 아부다비 항만

■ UAE는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석유 중심의 경제로부터 탈피하려는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a)
- UAE와 상하이 인근 장쑤성(Jiangsu Province) 소속 5개 중국기업들은 UAE의 수도 아부다
비의 칼리파 공업지역(Khalifa Industrial Zone)에 초기자금 3억 달러 투자에 상호 합의하였다.
-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주요 사업은 청정에너지, 광산업, 기술 개발 등이며 이를 위해 약
198만m2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여 전력, 철강산업에서부터 하이테크 산업에 이르는 프로
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국은 UAE의 제2교역국으로서 2016년도 무역액은 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중동지역
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60%가 UAE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 또한, 2016년 중국 해운회사인 COSCO는 35년간 칼리파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운영
계약을 성사시켜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아부다비 지역에는 UAE의 석유 및 가스 약 90%가 매장되어 있어 석유 이외 무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중국기업 대부분이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만을 통과
한다는 사실에 정부 고위 관리들은 주목하고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이며 유례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UAE와 협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아부다비 항만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무역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중이다.b)
- 아부다비 항만은 최근에 진행된 중국의 3억달러 규모의 항만 투자와 발맞추어 아프리카 대륙
과의 무역 증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아부다비 항만은 아프리카 동쪽에서 아라비아해의 동쪽으로(EAST-EAST MARKET) 이동하는
물동량이 많아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향후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社는 현재 칼리파 공업지역에 알루미늄 제련소를 가동하고
있고 기니에는 보크사이트 광산을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
66 |

자재인 보크사이트 매장량의 약 4분의1을 보유한 서아프리카 기니의 터미널 운영계약 협상이
아프리카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 또한 작년에 진행된 중국 국영선사 COSCO와의 항만 건설 계약을 통해 아부다비 항만은
2019년까지 250만 TEU의 하역능력을 목표로 하며, 향후 350만 TEU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관계자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카타르 무역협상도 아부다비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일반화물
운송, 벌크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천민수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원
(myers@kmi.re.kr/051-797-4678)

참고자료

a)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7-31/abu-dhabi-ports-in-talks-forafrica-deal-to-feed-trade-with-asia-j5rr15su/(2017.8.3. 검색)
b) http://www.ecns.cn/video/2017/08-03/267949.shtml(2017.7.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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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분다버그항, 해양산업단지 구축 프로젝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호주의 분다버그항(Bundaberg) 해양산업단지 구축으로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a) b)
- 호주 연방정부는 분다버그항의 해양산업단지에 6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분다
버그항에서 미사용 목초지를 해양산업단지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개선기금
(Building Better Regions Fund)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퍼시픽 터그(Pacific Tug, 호주 해운회사)와 분다버그 지방의회가 맡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활동, 진입로 및 임시 선착장을 위한 상업용 부두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 퍼시픽 터그의 대표 크리스 피터스(Chris Peters)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74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와 1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 개발 장관인 피오나 내쉬(Fiona Nash)는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다버그항 해양산업단지 구축 프로젝트가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협력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미국･영국 등에서도 항만 및 연안지역의 지역개선 기금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c) d)
- 플로리다 주의 커내버럴(Canaveral) 항만 관계자는 크루즈 및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20만 달러의 기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1,146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총 1,1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웨일즈에서는 해안 지역사회기금을 통하여 해양에너지 시험지역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통해
8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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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에 의한 지역경제 타격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마련
되고 있다.e)
- 해운･조선업계 불황으로 군산･울산 등의 지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큰 타격
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군산에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펀드 기금을 조성하였다.
- 새 정부 들어 100대 운영과제에 포함된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3개 항(부산항, 인천항, 광양
항)에 5개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조 7.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5만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재개발 사업들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국정
과제 선정 사업들과 유사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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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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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17030
(2017. 8.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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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LC, 아시아~유럽을 잇는 신규 철도운송 서비스 제공

■ UTLC(United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y)는 최근 유럽~아시아 간 철도
운송서비스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였다.a) b)
- 2014년에 설립된 UTLC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 철도 사업자 간 합작회사로서
유럽의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을 지나 중국까지 유라시아 지역을 횡단하는 유럽~
아시아지역 간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최근 UTLC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Kuznitsa/Bruzgi 국경을 통과해 총 14일이 소요되는
유럽~아시아 간 철도운송서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7월 31일 최초의 컨테이너
열차를 폴란드 우치(Lodz)에서 중국 청뚜로 운행했다.
- 이 서비스는 Belintertrans-Germany LLC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유럽 내 표준궤
(1,435mm) 구간의 열차 운행은 Belintertrans-Germany LLC가 담당하고, UTLC 열차로
Kuznitsa/Bruzgi 국경에서 광궤(1,520mm) 구간을 운행하면서 화물을 환적하게 된다.
- 이 노선은 월 30회 정기 운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 경우 운행횟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유럽~아시아 간 철도노선 경로

출처: www.utlc.com/en/routes/

70 |

■ 유럽~아시아 간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 노선은 향후 양 대륙 간 교역량
확대에 중요한 운송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c) d)
- 유럽~아시아 간 신규 철도 운송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 UTLC의 CEO인 알렉세이 그롬(Alexey Grom)은 “향후 수년 내에 운송량을 현재보다 10배로
늘려, 2025년에는 목표 물동량인 100만 TEU를 달성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 유럽과 아시아 간 무역량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 해상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년대비
3.6% 성장한 2,210만 TEU,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약 두배로 증가했다.
- UTLC는 철도망이 연간 약 1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 해상
운송 컨테이너 물량의 약 5%를 철도로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의
유럽~아시아 간 신규 철도노선은 앞으로 항만과 복합운송 등 화물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병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bjkim17@kmi.re.kr/051-79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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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社, PIL 및 IBM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

■ 싱가포르의 터미널 운영사인 PSA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a) b)
- 싱가포르항의 운영사인 PSA는 항만 내 공급망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보안 강화,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보안이 확보 가능한 ‘공공거래 장부’ 또는 ‘분산형 거리기록 시스템’
이라 불리며, 기존의 금융거래 분야를 넘어 유통, 해운･물류 및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자무역
(또는 종이없는 거래)이 가능한 기술이다.
- 또한 공급사슬 전 과정에서 거래상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거래
기록이 여러대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되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 이를 위해 2017년 8월 15일 PSA는 해운선사인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1) 및
IBM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 PSA는 아시아, 남미, 유럽의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 터미널운영사로서 2016년 기준,
6,800만 TEU의 화물을 처리하였으며, PIL은 37만 2,000TEU의 선복량을 보유한 세계 12
위의 해운사이다.

■ 최근 해운･항만･물류업계에 잇다른 사이버 공격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c) d)
- 2017년 6월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머스크라인은 랜섬웨어(Ransomware) 낫페트야
(NotPetya)2)의 사이버 공격으로 항만물류 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바 있다.
- 또한 머스크의 컨테이너터미널 자회사인 APM 터미널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63개 터미널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잇달아 발생했다.
-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 항만들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벨기에 앤트워프항은 T-Minig이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터미널 컨
테이너 물류 운영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파일럿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
1) PIL은 2016년 기준 372,000TEU의 선복량을 보유한 세계 12위의 해운사임
2) 머스크라인과 APMT를 공격한 랜섬웨어로, 공격자에게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시 감염된 파일의 복구가 가능했던 페트야와는
달리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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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용자 간 악의적인 데이터 조작 방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에스토니아의 탈린항(Tallinn Port)은 터미널간 화물 이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블록
체인 물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는 EU의 Interreg Central Baltic Progra
m3)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 더불어 2017년 초 해운선사인 머스크라인은 IBM과 협력하여 문서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화
물운송을 단순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 향후 전 세계적으로 항만 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e) f)
- 항만은 지정학적으로 대부분 세계 무역항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향후 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훈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연구원
(kyh@kmi.re.kr/051-797-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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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지역 개발기금 중 중앙 발트해 지역에서의 국경간 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프로그램으로 참가국은 핀
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스웨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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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B항, 주요오염물질 감축위한 2017 CAAP 발표
■ LA/LB항은 주요오염물질의 추가감축을 위해 기존의 CAAP(Clean Air Action
Plan)를 업데이트한 ‘2017 CAAP’ 초안을 발표했다.a) b)
- 두 항만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CAAP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트럭과 장비 등의 배출제로 목표 달성 방안과 주요 오
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단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오염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인 악영향과 지구온난화 및 기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언급되고 있으나, 두 항만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LA항의 전무이사인 에넨 세로카(Enen Seroka)는 항만 관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전략도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70억~140억 달러의 투자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LA/LB항은 2035년까지 배출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
- LA/LB 항은 2035년까지 배출제로 운송수단으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청정 엔진 표준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트럭을 도입한다.
② 산페드로베이 항만들은 가장 청정한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선박들이 청정 기술로 업그
레이드하도록 권장한다.
③ 수입화물의 50% 이상이 철도로 운송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전기 동력의
화물 처리 장비를 위해 충전 표준을 개발한다.
④ 트럭의 회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럭 예약시스템을 개발하며 지능형 운송수단 시스
템과 다른 공급사슬과의 연계 효율성을 개선하여 터미널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린터미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⑤ 에너지 자원 전략으로 터미널 장비의 전기화, 대체연료 사용 등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에너지 절약, 복원 및 관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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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B항의 사례와 같이 항만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c)
- LA/LB항과 인근 항만들은 협력을 통해 항만분야 주요오염물질 배출제로에 관한 최종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우위를 유지‧강화하려 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항만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오염물질 등의 배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CAAP 2017 업데이트버전 초안을 발표한 LA/LB항

출처: http://www.portstrategy.com/news101/world/americas/california-ports-clean-air-draft-published
(2017.08.18.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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