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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길 정비를 통한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
■ 전 세계적으로 해안길 정비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 b) c)
- 영국은 새로운 해안길 정비 사업을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내츄럴 잉글랜드
재단(Natural England)에 따르면 영국의 해안선은 연간 3억 회 이상의 방문 기록을 나타내
고 있으며, 특히 남서쪽 해안선의 경우 4억 파운드(한화 약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속 해안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0년 완공되는 이 해안길은 2,700마일 정도로 전체 해안길을 걸으려면 약 12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에스토니아(Estonial)와 라트비아(Latvia)는 발트해 연안의 해안길 오픈을 앞두고 하이킹을 포
함한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안 하이킹 테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테스트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 정도의 하이킹을 할 예정이다. 이곳의 해안길은 해양문화유
산 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투아니아(Latvia-Lithuanian) 국경에 있는 니다(Nida) 마을에
서 북부 에스토니아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해안길 관광코스를 개발한 것이다. 이 코스는 총
길이가 약 1,000km이고 유럽 하이킹 네트워크 E9(European Coastal Path) 경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해안길 관광상품은 연안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 이용을 다양화 하고 지역경제
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이다. 라트비아-에스토니아의 발트해 해안길 프로젝트
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그림1. 영국 해안길과 발틱해 해안길 관련 사진

출처: (좌)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842384/England-s-record-breaking-walk-complete-2020.
html(2017. 9. 14. 검색)
(우)http://news.err.ee/616230/hiking-enthusiasts-invited-to-test-out-baltics-longest-trail(2017. 9. 14. 검색)

- 캐나다는 해안길을 포함하여 14,000마일에 이르는 등산로, 자전거 경로 등을 완공하였다. 이는
2017년 8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긴 레크리에이션 트레일로 기록된다. 그레이트 트레일
(Great Trail)로 불리는 이 길은 25년 전 다양한 트레일 네트워크를 기념하기 위하여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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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이후 정부, 지방정부, 건설사 등 477개의 단체가 협동하여
15,000개 마을을 통과하는 트레일을 완성한 것이다. 전체 길의 32%인 4,900마일은 오프로
드 트레일로 구성되어 있고 5,340마일은 고속도로 옆을 따라 펼쳐지며, 3,770마일은 워터
트레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영국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d)
- 영국의 도버(Dover)는 선박을 통한 여객 운송이 활발한 지역으로 매년 1,300만 명의 승객이
크루즈와 페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곳을 방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은 도버지역을 여행하지
않고 이동 길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도버지역 예술 개발(Dover Arts Development)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Chalkup21”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도버 해안지역의 17마일에 거쳐 지어진 9개의 건물과 공공 예술품을 연결하는 해안길 정비
사업이다. 도버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과거 군사 유산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8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해안길이 완성
되면 도버지역의 문화유산과 절벽 넘어 수평선상에 보이는 프랑스의 윤곽 등이 결합된 매력
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역시 도보여행문화에 부응하여 “해안누리길”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국내의 도보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경관이 아름다운
해안길을 “해안누리길”로 지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이 부족하여 몇몇 해안누리길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안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해안누리길 관광상품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참고자료

a) http://www.cumbriacrack.com/2017/09/01/walkers-cumbria-one-step-closer-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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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개발 활성화
■ 영국, 해상풍력발전 비용이 원전 절반수준으로 하락하다. a) b)
- 영국 정부는 동 에너지(Dong Energy)사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인 ‘혼시 프로
젝트 2(Hornsea Project Two) 계약을 체결하였다. 요크셔(Yorkshire) 연안에서 90km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386MW 규모로 현재 건설 중인 ‘혼시 프로젝트 1’을 뛰어넘는
다. ‘혼시 프로젝트 2’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영국의 1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 하게 된다.
- 이번 프로젝트 계약의 경매가는 57.50파운드/MWh로 비슷한 기간에 계약된 힝클리 포인트 C
(Hinkley Point C) 원자력 발전소 경매가인 92.50파운드/MWh의 절반수준이다.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는 평균 가격이 117파운드/MWh였으며, 2020년까지 100파운드/MWh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이미 2년 전의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향후 보조금 폐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테슬라,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진출하다. c)
- 이렇듯 해상풍력발전의 비용이 하락하면서 테슬라(Tesla)사는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었고,
풍력발전 개발업체 딥워터 윈드(Deepwater Wind)사와 함께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을 포함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볼루션 윈드 팜(Revolution
Wind Far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메사추세츠주 마서스 빈야드(Martha’s Vineyard)
에서 12마일 떨어진 해안에 해상풍력단지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배터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144MW로 약 8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며, 메사추세츠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2023년부터 가동될 것이다.
- 테슬라는 아직까지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사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현재 제작
중인 테슬라 파워 팩(Tesla Power Pack)을 비롯한 대형 배터리는 무게 3톤, 높이 7피트에
달하는 포드 16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백 k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전력 저장시설은 주로 태양광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레볼루션 윈드 팜 프로젝트는
풍력에너지산업과 전력 저장산업시장을 함께 개척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스코틀랜드, 해상풍력발전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
-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비용절감을 위해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사의 해상풍
력 액셀러레이터(Offshore Wind Accelerator, OWA) 프로젝트에 150만 파운드를 더 투자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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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2016년부터 9개의 주요 해상픙력
업체(Iberdrola, Statkraft, Statoil, Dong Energy, Vattenfall, SSE, EnBW, E.ON, RWE)와
함께 총 790만 파운드(스코틀랜드 정부 150만 파운드, 9개 업체 64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MWh당 100
파운드 이하로 발전비용을 절감 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비용하락으로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

f)

-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는 유럽의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22%가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BNEF는 ‘신에너지 전망 2017(New Energy Outlook 2017)’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경험,
위험감소, 대규모 프로젝트 및 대형 터빈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으로 해상풍력발전의
균등화발전단가(levelized costs)가 2040년까지 7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비용하락에 힘입어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급부상이 전망되면서,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역시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2030년까지 기존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
해서는 해상풍력발전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정민 정책동향연구본부 성장동력실 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참고자료

a) http://www.southcoasttoday.com/news/20170911/uk-approves-dong-energy-offshor
e-wind-project(2017.9.15. 검색)
b) http://www.bbc.com/news/business-41220948(2017.9.15. 검색)
c) http://www.climatecentral.org/news/tesla-batteries-offshore-wind-21665(2017.8.28. 검색)
d) http://www.climateactionprogramme.org/news/scotland-continues-rd-investment-tocut-down-costs-for-offshore-wind(2017.8.28. 검색)
e) http://www.offshorewind.biz/2017/06/15/bnef-offshore-wind-levelized-costs-to-fall71-by-2040/(2017.9.15. 검색)
f)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7118(2017.9.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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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진출 전략에 대한 우려 증가
■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극지 거버너스 참여 확대 의사를 밝혔다.
a) b) c)

- 중국정부는 지난 2016년 3월에 개최되었던 중국 전국인민대표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
표, 자본축적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 202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6.5%, GDP 대비 R&D 투자 비율 6.5%, 중국인구 도시
화 60%, 녹색성장, 빈곤율 감소, 106개 공기업(SOEs)의 40개 전략산업 기업으로의 재편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였다.
-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구현 방안으로서 사이버
안보, 심해저 개발, 극지 및 우주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거버넌스 참여 의지를 밝혔다.

■ 북극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17년까지 최소 1조 4,000억, 북극권 연안지역에 대한
투자는 892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d) e)
- 중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한 북극 국가들에 최소 1조 4,0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892억 달러는 북위 60도 연안국에 위치한 인프라,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됐다. 북극권 경제규모가 4,500억 달러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국자본의 비중이 상당한 수
준이다.
- 중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북극권에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
서 투자도 에너지ㆍ광물 또는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미국과 OECD국가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기업은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지분의 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아이슬란드 드
레키(Dreki) 탄화수소개발 사업을 주도, 중국-노르웨이 기업의 유전건설 및 석유시추플랫폼
건설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야말LNG 프로젝트 - 러시아 Novatek 50.1%, 프랑스 Total S.A 20%, 중국 CNCP 20%, 중국실크로드기금
9.9% 보유

- 국가별 주요 투자분야는 각각 러시아-에너지 사업, 그린란드-광물 개발, 아이슬란드-관광 사
업으로, 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그린란드, 캐나다에서
도 중국자본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2012~2016 중국자본유입액이 그린란드 GDP의 180%, 캐나다 GDP의 3%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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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의 북극 투자 현황 (2015~17년)

출처: Mark E. Rosen, Cara B. Thuringer, Unconstrained Foreign Direct Investment, CNA p.57

■ 중국의 북극 투자를 환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중국의 북극 진출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 f) g)
- 북극권 지역의 경제나 인프라는 북유럽 북극권을 제외하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
후변화, 기술혁신 및 풍부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북극항로의 잠재력, 해외투자 유입 등
의 요인으로 북극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겐하임은 향후 15년 간 북극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 중국은 북극권 국가와 양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
카 등지에서 중국이 보여준 공격적 투자 성향 등과 같은 전례와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서 나
타난 중국의 행보를 근거로 북극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특히, 북극에서 환경재앙이 일어날 경우 복원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극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은 신중함이 요구되며, 그린란드와 같이 북극 국가나 원주민 소유지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경우 정치적 주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이런 이유로 중국인이 북극권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는 매번 견제 받으며 실패했다.
2011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중국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아이슬란드 토지를 매입하려하자
거부한바 있고, 2014년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중국인의 스발바르 토지 매입을 거부하였다.
- 최근에는 중국이 북극항로를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북극전략이 구체화하자 북극권
국가에서는 중국의 북극 행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하는 여론이 증가했다. 특히, 북극해가 남중
국해화 될 가능성의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8 |

■ 북극권 투자환경 규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 h)

-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변화하는 북극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북극위원회(Global Agenda Council
on the Artic)를 발족하고 2015년 북극투자규약(Arctic Investment Protocol)을 발표하여
북극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구한바 있다.
- 이외에도 북극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극개발은행의 설립, 북극개발코드 개발, 국
가별 북극 해외직접투자 검토 기준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이혜영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연구원
(hyelee@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www.chinadialogue.net/article/show/single/en/9658-Antarctica-will-test-China
-s-ability-as-a-global-leader (2017. 9. 15. 검색)
b) THE 13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
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12.
(http://en.ndrc.gov.cn/newsrelease/201612/P020161207645765233498.pdf)
c) CEPII Policy Brief No.12, 2016. 9.
(http://www.iberchina.org/files/2016/13_plan_china_cepii.pdf)
d) https://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unconstrained-chinese-investment-in-thearctic-questioned (2017. 9. 15. 검색)
e) CNA Analysis&Solution, Unconstrain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merging Chal
lenge to Arctic Security, 2017.8.
f)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slides_for_michael_perkinson_on_arcti
c_investment_protocol.pdf (2017. 9. 15. 검색)
g) http://www.defenseone.com/threats/2017/08/arctic-could-be-next-south-china-seatop-coast-guard-admiral/139917/ (2017. 9. 15. 검색)
h) http://polarconnection.org/arctic-investment-protocol-december-2015/ (2017. 9.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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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드론 산업화 동향과 정책과제
■ 드론을 산업화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a) b)
- 최근 이스라엘의 에어로보틱스(Airobotics)사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펀딩을 통해서 3,250
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CRV, BRV, Waze CEO 인 Noam Bardin, Richard
Wooldridge, Silver Lake Partners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회장인 데이비드 룩스(David
Roux) 등의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자금을 지원 받은 상태이다.
- Airobotics는 이렇게 모인 기금을 통해서 국토 안보 산업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고 사업 개
발 노력과 산업 시설 전반의 확장에 투자 할 것이며, 도심지 등에서의 긴급한 상황에서도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해 완전 자동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국토 안보 분
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기술, 충돌회피기능 등의 적용이 더욱 진보되어 고속수직이착륙
기, 하이브리드 드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 쿼드콥터형 드론과 헥사드론에서도 탑
재가능한 하중과 체공시간 등 관련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 이밖에도 카본을 적용한 본체와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뿐만 아니라 맵핑, 지상관제, 주파, 군
집비행 등 비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최신의 해양형 드론의 개발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되다. b) c)
- 무인기로서 드론은 반드시 비행기를 의미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기존에 해양에서 활용되던
ROV에서 더욱 진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규모와 기술개발 노
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수중 촬영과 수심 100미터 이상의 잠수는 물론이고 최신의 해
양형 드론은 시속 4노트 이상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수중에서 민첩한 이동이 가능한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본체, 카메라, 추진기 등 대부분의 부품을 모듈화하여 이동성을 극
대화하고 정비와 장비교체가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적극적 도입과 정책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c) d)
- 현재 국내에서는 육상 분야에서의 국토정보 수집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
수산분야의 관측·조사와 항만공사 등에 일부 이용되고 있다.
- 드론시장은 육상항공용ㆍ레저용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
에 맞추어 적극적인 해양분야의 이용과 관련 제품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드론의 정책분야 활용은 항공영상 획득을 통한 국토정보의 획득과 관련한 해양조사
분야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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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 침몰해 있는 선박은 약 2,180척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환경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중드론의 경우 해양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생물 확인, 침몰선박의 잔존유 확인 및 제거를 위한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

그림1. 최신형 수중드론의 형태

1) OpenROV Trident
출처: https://www.openrov.com/products/trident/(2017. 8. 7. 검색)
2) DTG2 Worker
출처: https://www.deeptrekker.com/dtg2/(2017. 7. 8. 검색)
3) iBubble
출처: https://ibubble.camera/i(2017. 8. 7. 검색)
4) Loon Copter
출처: https://sites.google.com/a/oakland.edu/oar/loon-copter(2017. 8. 7. 검색)

신철오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kmi.re.kr/051-797-4715)

참고자료

a) https://www.nytimes.com/reuters/2017/09/07/business/07reuters-israel-tech-airobot
ics.html?_r=0(2017. 8. 7. 검색)
b)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drone-market?gclid=CjwKEAjwr
uPNBRCKkbL9zqKcrHwSJABGDVyI6VmyI342lxilM6A06DBw-otENiHj7j3J7HHRACwd6B
oCx2rw_wcB(2017. 8. 7. 검색)
c) http://scubadiverlife.com/top-five-underwater-drones/(2017. 8. 7. 검색)
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1808000
01.HTML(2017. 8.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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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콜라겐 재생의학시장, 해양콜라겐의 약진 기대
■ 세계 콜라겐 재생의학 시장(regenerative Medicine)은 2022년 6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10% 성장이 예상된다.
- 콜라겐 재생의학 시장은 2017년 4억 2,060만 달러에서 2022년 6억 7,990만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10.1% 성장)
- 유사 제품군인 젤라틴 재생의학의 세계시장 규모는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6,520만 달러에서 2022년 9,4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a)

■ 콜라겐 및 젤라틴 재생의학 시장의 성장은 인구 노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 재생 의학의 글로벌 콜라겐 및 젤라틴 시장 성장 촉진 요인으로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의 증가, 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증가, 재생 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자금의 증가 등
을 들 수 있다.
- 현재 콜라겐 재생의학 분야는 주로 정형외과 치료제, 상처 관리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 및 기
타 응용 분야로 구분되며, 정형외과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만성상처에 대한 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상처치료분
야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 재생의학 콜라겐 원료물질로는 소 콜라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세계
콜라겐 재생의학 시장에서 해양 콜라겐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재생의학 콜라겐 원료물질은 소 콜라겐, 돼지 콜라겐, 해양 콜라겐 및 기타 원료로 분류되며,
현재는 소 콜라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그러나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 의 시장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콜라겐은 낮
은 면역원성(Immunogenicity) 및 높은 생체 적합성과 같은 장점 때문에 세계 콜라겐 재생
의학 시장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

■ 현재는 북미가 콜라겐 시장의 강대국이지만, 향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지
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로는 북미가 전체 시장의 38%로 2위인 유럽(31%)과 함께 재생 의학 분야 콜라겐 시
장과 재생 의학 젤라틴 시장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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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19%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은 두 시장 모두에서 2017년에서 2022년 사
이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 지역의 당뇨병, 피부화상 및 뇌종양 환자수가 많다는 점과 해당 질병에 대한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시장 성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미개척지나 마찬가지인 국내 해양바이오 의약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도기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은 건강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화장품분야에서도 해양바이
오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분야는 아직 미개척지나 마찬가지이다.
- 그러나 최근 한 국내 기업이 국산기술로 연어의 부산물을 소재로 안구 상처치료제와 점안제
개발에 성공했으며, 조직재생 주사제와 크림 등을 생산하는 등 해양소재의 의약분야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해양바
이오산업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c)
- 올해 수행되는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야 산업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해양바이오 의약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정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eongin@kmi.re.kr/051-797-4717)

참고자료

a) http://www.biotechgate.com/web/cms/index.php/company_news_article.html?news
_id=12017851k$SnwBdPRzHm6fM&page_id=?next=1
b)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search/jrw4ql/collagen_and
c)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6635&searchSelect=title&searchV
alue=%ED%95%B4%EC%88%98%EB%B6%80&boardKey=10&menuKey=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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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한 움직임에 해양수산
분야 참여방안 모색 필요
■ 국제사회에서 인류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
약(CBD)를 중심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Biodiversity)1)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a) b) c)
- 멕시코 과학자 호세 사루칸(Jose Sarukhan)는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치게 될 재앙보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인한 위협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립과학
학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 작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당사국들은 결정문을 통해 농업,
임업, 수산 및 양식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결정하였다.
- 특히, 수산 및 양식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부족 문제, 양식활동이 생물다양
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등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특히, 사전
예방주의)을 고려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수산 거버넌스체계의 강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적극
적인 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그림1.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회의장 내부전경

출처: http://enb.iisd.org/biodiv/cop13/enb/(2017.9.12. 검색)
1) 주류화란 생물다양성을 기존의 또는 새로운 구조에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동일한 체계들 안에서 동일하고 인공적
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 N
BSAP training modules version 2.1 – Module 3. Mainstreaming biodiversity into national sectoral and cros
s-sectoral strategies, policies, plans and programs. Montreal,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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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각국의 이행사항을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나 일본 등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b) d) e) f)
- 호주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을
수립하여 호주의 사회 분야 전반 - 정부, 사업체, 지역사회 - 에서 생물다양성을 통합하고
반영하여 주류화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 일본은 『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 해양생물다양성 연구
및 평가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정보공유의 장려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와 국제환경개발원(IIED)이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툴킷
(toolkit)을 개발하여 국가로 하여금 자국개발우선순위와 생물다양성간의 연관성 분석 등 주류
화를 위한 과정의 이해를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g) h)
- 『대한민국 제5차 CBD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주류
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강화하고, 공공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하며, 관련분야의 예산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지만, 어업종사자 등 해양수산 이해관계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인식의 증진이 필요하고 관
련정책 수립 시 생물다양성의 고려, 주류화를 위한 예산확대 등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지난 제13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다음 『제6차 CBD 국가보고서』의 제출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결정됨에 따라 그때까지 국내 각계각층의 분야가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해야할 것이며, 특히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주류화 이행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다.
김대경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참고자료

a)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news-ians/loss-of-biodiversity-greater-thr
eat-than-climate-change-117081100374_1.html(2017. 9. 12. 검색)
b) http://enb.iisd.org/download/pdf/enb09678e.pdf(2017. 9. 12. 검색)
c) https://www.cbd.int/doc/c/d270/e06c/82c20bfef1915458bc566349/cop-13-dec-03-e
n.pdf(2017. 9. 12. 검색)
d) https://www.cbd.int/doc/world/au/au-nr-05-en.pdf(2017. 9. 12. 검색)
e) https://www.cbd.int/doc/world/jp/jp-nr-05-en.pdf(2017. 9. 12. 검색)
f) http://sdg.iisd.org/news/unep-wcmc-and-iied-launch-biodiversity-mainstreaming-tool
kit/(2017. 9. 12. 검색)
g) https://www.cbd.int/doc/world/kr/kr-nr-05-en.pdf(2017. 9. 12. 검색)
h) https://www.cbd.int/doc/decisions/cop-13/cop-13-dec-27-en.pdf(2017.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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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등 자연해안이 연안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자연해안의 회복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a) b)
- 폭풍, 홍수, 침식 및 기타 위협에 대한 해안 지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습지, 산호초
및 해변과 같은 자연해안 또는 “살아있는 해안선”과 같은 방식이나 혼합된 접근 방식으로 보
호 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영국 퀸즈랜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자연해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연안의 자연암석 형성에 기
여하면서 침식과 같은 해안변형 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조사했다.
- 미국 해양대기국(NOAA) 국립 해양 서비스 생태계 과학 자문가이자,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
교수인 아리아나 슈톤-그리에르(Ariana Sutton-Grier) 박사는 방조제나 제방과 자연해안 형
태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이 브리드시스템이 연안 지역 공동체가 홍수와 침식의 위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낚시나
해양레져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 “연안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건설 기반 시설은 직접적인 태풍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항상 낚시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포함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라고 아리아
나 박사는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또한 수질을 개선하고 많은
중요한 종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대기로 유입되는 탄소를 완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는 향후에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b) c)
- 해안 침식, 폭풍 및 홍수와 같은 위협은 해안선을 변형시키고 연안에 위치한 건물, 주택과
같은 자산을 위협 할 수 있다. 미국 해안가에서 500피트 이내에 약 35만 채의 가옥, 비즈
니스, 교량 및 기타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안선 변형과 관련해서 미국의 해안 지역 공
동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 또한 극심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2
년에는 미국 전역에 11건의 기상 관련 사건과 10억 달러 규모의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허
리케인 샌디의 내습을 포함해서 377명의 사망자와 1,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 “연안의 회복탄력성 회복과 재해 위험 저감은 국가적 우선 순위가 되고 있으며, 건전한 연안
생태계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NOAA의 보존 및 관리 담
당 상무 차관보인 홀리 뱀포드(Holly Bamford) 박사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해수면이 상승
하고 있으며 해안 지역 사회가 극심한 기상 및 기후 관련 사건에 더욱 취약 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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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지역 보전과 관련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전통적인 건설 중심의 접근법이 여전히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자연적 또는 복합적 접근법이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자연 생태계는 태풍과 같은 사태 이후 회복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
면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 산호초, 늪 및 모래 언덕과 같은 자연 서식지는 파도, 폭풍
및 홍수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는 많은 경우
해수면 상승과 보조를 맞출 수 있지만 전통적인 건설 중심의 기반 시설은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1.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자연해안

1) Heron Island,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5/170531102605.htm(2017. 8. 7. 검색)
2) “Green barriers” in Florida coastline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5/150503095201.htm(2017. 7. 8. 검색)

■ 우리나라 해안 보존을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c) d)
- 자연적인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복합적,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요인이 상당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자연적 연안 보호만으
로는 충분한 공간이 없을 때 건축 및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침수
위험 감소를 위한 선택지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 서식지 복원과 개방형 홍수게이트(flood gate), 이동식 홍수벽(flood wall)을 결합하는 등의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연안을 단순히 자연해안으로 두는 방식에 비해서 태풍과 침식 방지를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철오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shin@kmi.re.kr/051-797-4715)

참고자료

a)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9254117303066?via%3Dihub
(2017. 8. 7. 검색)
b)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5/150503095201.htm(2017. 8. 7. 검색)
c)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5/170531102605.htm(2017. 8. 7. 검색)
d)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27&boardKey=2&searchEtc5=code255
&menuKey=341&currentPageNo=1(2017. 8. 7. 검색)

| 17

기후변화 현상의 이해를 돕는 최근의 극지 과학연구 성과들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극지 과학연구결과 검토를 통한 기후변화의 원인, 실제,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현상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a)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5번째 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AR5)에 따르면, 1950년 이래 지역적 여건과
맞지 않는 혹한이나 혹서의 출현, 가파른 해수면 상승, 그리고 폭우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와 기후 이변이 전 세계에 걸쳐 관측됐다.
- 당 보고서는 이어 온실기체의 계속된 방출은 추가적인 온난화와 기후체계의 장기적 변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계속적으로 온실기체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 이러한 기후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런데 이렇듯 인류와 생태계에 심각하며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의 원인, 실제, 그리고 미래 예측을 포함하는 현상적 이해가 수반
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극지에서 진행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연
구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 우선 수만 년 전 남극 얼음 속에 포집된 대기와 현재 대기와의 비교 연구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추정해 보는 데 도움이 된다.b)
- 예를 들어, 최근 네이처(Nature) 지에 실린 ‘신 드리아스-선아한대 동안의 갑작스러운 온난화
기간에 이루어진 최소한의 지질학적 메탄 방출(Minimal geological methane emissions
during the Younger Dryas–Preboreal abrupt warming event)’이라는 논문은 기후변화
와 메탄 간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동 연구진은 11,000년 전 지구가 빨리 더워졌을 시점의 남극 얼음과 그 안에 포집된 기포를
연구하여, 무엇보다도 대기 중 메탄 방출에 있어 화석연료 산업이 우리가 그간 생각해 온 것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 또한, 동 연구진은 역사적인 메탄 증가에 있어서 화석연료 사용의 영향이 우리의 일반적인
추청지보다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 생산으로부
터의 메탄 방출량을 빨리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편 남극 해양천해에서의 생물 종에 대한 연구는 생물 다양성 파괴와 같은 기후변화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잘 보여준다.c)
- 예컨대 영국 남극조사단(British Antarctic Survey)과 스미스소니언 환경연구센터(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에서 일하는 게일 애쉬톤(Gail Ashton) 박사가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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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근래 ‘현대 생물학(Current Biology)지’에 게재한 ‘섭씨 1도의 온도 상승이 남극의
해양천해에서 여러 종과 무리 수준의 대응을 이끈다(Warming by 1°C Drives Species
and Assemblage Level Responses in Antarctica’s Marine Shallows)’라는 논문을 통
해 이를 잘 보여줬다.
- 벨링슈안 해(Bellingshuan Sea)에서 9개월간 실험을 진행한 동 연구진은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이끼벌레류(moss animal)와 해저 벌레(undersea worms) 등 해양동물들이
2배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른 종들을 밀어내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 게일 애쉬톤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극에서의 생물 다양성 손상이 무척 우
려스럽다며, 이는 지구가 더욱 더워질 때 해양생태계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마지막으로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 동안의 북극해 바다 얼음에 대한 연구는 북극해의
미래상에 대한 유용한 예측치를 제공한다.d)
-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헬름홀츠 극지해양연구센터(Alfred

Wegener

Institute

Helmholtz Centre for Polar und Marine Research, AWI)의 루디거 스타인(Ruediger
Stein) 박사 등 관계 연구진은 ‘자연 소통(Nature Communications)지’에 게재된 ‘끝에서
두 번째 빙하기와 마지막 간빙기 동안의 북극해 바다 얼음(Arctic Ocean sea ice cover
during the penultimate glacial and the last interglacial)’이라는 최근의 논문을 통해 이를
잘 드러냈다.
- 동 연구진은 퇴적물 코어 데이터(sediment core data)와 기후모델을 통해 북극해에서의 역
사적인 얼음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여, 마지막 간빙기 동안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았지만, 여름
에 중앙 북극해에서 바다 얼음이 모두 녹지는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 그리고 동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중앙 북극해의 바다 얼음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녹을 것이며, 250년 후에는 모두 완전히 사라지게 되리라 예측했다.
신수환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shshin@kmi.re.kr/051-797-4764)

참고자료

a) https://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AR5_SYR_FINAL_SPM.pdf
(2017.9.12. 검색)
b) http://theconversation.com/antarctic-ice-reveals-that-fossil-fuel-extraction-leaks-mo
re-methane-than-thought-82902(2017.9.1. 검색)
c)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7/aug/31/global-warming-doubles-gro
wth-rates-of-antarctic-seabeds-marine-fauna-study(2017.9.4. 검색)
d) https://cosmosmagazine.com/climate/arctic-sea-ice-outlook-at-worst-point-in-125000-years(2017.9.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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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투영법 개발, 육상중심에서 벗어나
■ 해양, 3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면(시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 b)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 2018년 남해
안을 시작으로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는 계
획이 발표되었다.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시ㆍ공간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기반의 공간 할당 및 분석 등의 공공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 해양공간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역환경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사결과가 계획 대상 공간에 표현이 된 해양지도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림1. 벨기에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해양환경조사 및 도면화

1) 해저지형도(수심) 및 해저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분포현황도 제작
출처: http://www.belspo.be/belspo/organisation/publ/pub_ostc/MA/GaufreZVR_fr.pdf p.13, 60(2017. 9. 12. 검색)

■ 도면의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어 왔다.
- 지도는 전통적으로 위치를 나타내고, 실세계를 축약해 표현하는 것이다. 타원체인 지구를 2차
원적인 도면에 표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왜곡, 위치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이 이뤄졌다.
- 특히 자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측량기준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세계적으로 동일한 위치값이
측정될 수 있도록 개발된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융ㆍ복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 최근 충청남도 일대, 전남화순군, 속초시, 무안군, 수원시, 무주군 등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지
적공부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로의 변
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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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
고 있으며, 해양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공간정보들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

■ 북극연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투영법 개발 및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a) c)

-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는 해양연구 및 해양데이터에 최적화된
참조 도면(reference map)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세계해양백지도(World Ocean Base
map)은 세계해양자료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수심측량에
초점이 맞춰진 도면이다.
- 해양공간은 육지의 지적처럼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수심 등 보다 정밀한 3차원 지도가 요
구되는 만큼 위치의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며 공간데이터의 융합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 수로ㆍ해양데이터는 측량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로 하며,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토지측량에 비해 높다. 따라서 조사의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데이터의 재활용
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 ESRI는 생산된 데이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근 북극연구에 최적화 된 투영법을 개발하여 해빙의 이동, 면적등의 연구와 선
박 통행량 등의 다각적인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제공되는 새로운 투영법이 적용된 참조도면은 해양 조사 결과 구축된 수심, 해류 등의
데이터들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기존
육상중심의 측지계에서 해양데이터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2. 극지연구에 최적화 된 The Arctic Ocean Basemap 특별한 투영법

1) 북극 90도에서 50도 사이의 북반구 위도 연구에 최적화된 특별 투영법 개발 및 활용
출처: https://blogs.esri.com/esri/esri-insider/2016/07/18/a-new-level-of-cool/(2017. 9. 12. 검색)
2) 북극지역의 빙하분포와 석유탐사 데이터, 즉 각기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 중첩 및 활용 예시
출처: https://blogs.esri.com/esri/esri-insider/2016/07/18/a-new-level-of-cool/(2017.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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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해양연구 트렌드에 대한 대응 및 이해가 필요하다.
-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관련 조사결과들이 공간정보화 되며 데이터의 변
환, 가공 등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특성에 맞는 투영법을 이용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향후 글로벌한 공간데이터와의 융ㆍ복합을 위해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한번 구축, 여러 용도로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해양
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구축,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해양계획이 연
계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다각적으로 활용가능하며 해양 공간 표현에 용이한 좌표계 연구 개
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현주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hyunjj@kmi.re.kr/051-797-47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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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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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NWR)-1002 개방을 둘러싼
논쟁 재점화
■ ANWR지역의 1002 구역은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동시에 상당한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 b) c)
- 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laska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은 총 76,890㎢로
이 중 1002구역은 약 6070㎢이며, 32,374㎢ 규모에 해당되는 “야생구역(Wildernness
Area)”은 개발이 금지된 곳이다.
- 미국 지질조사국의 1988년도 추정치에 따르면, 1002구역에 77억 배럴 상당의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석유와 3.5 Tcf의 가스가 매장되어있다.
- 하지만 ANWR에는 철새, 카리부 무리, 동물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북극곰 등 여러 야생동물
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환경보호 또는 개발에 대한 논쟁이 가장 첨예한 곳 중 하나다.
그림1. ANWR 지역

출처: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anwr/(2017. 9. 18. 검색)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ANWR 1002 구역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허용하는데 걸림
돌이 되는 법적 장벽들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a) b) i)
- ANWR 1002구역은 석유ㆍ가스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1980년 통과된 법(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특별구역으로 지난 30여 년간 개발 혹은 환경보호냐 두고 공화당과 민
주당이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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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하여 공개한 8월 11일 자 내무부 내부 문서에서는 제임스 커스 미
어류ㆍ야생동식물 보호국 국장 대리가 알래스카 지부 국장에게 1984년 10월 1일부터 198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탐사시추를 허용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어느 특정 해와 상관없이”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1002구역에 대한 신규 탐사계획 신청서를 받게 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이 지질조사 입찰에도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미 연방의회만이 ANWR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 개발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질조사가 필요하다.
- 하지만, 내무부가 지질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내부무
관계자는 본 부처가 알래스카 국가이익토지보존법(Alaska National Interests Lands Conservation
Act)에 의해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내 지질조사 허용여부에 대해 결정할 법적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반대로 해석해 왔다.
- 환경보호론자들은 지질조사를 진행할 때 땅에 충격파가 보내지는 이유로 ANWR와 같이 민감한
야생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 얼음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북극
곰들은 지질조사가 보통 진행되는 겨울철에 육상에서 동면하기 때문이다.

■ 지난 30여 년간 ANWR를 개방하기 위한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
갔다. 다만 이번의 경우 개방을 옹호하는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d) e)
- ANWR 1002구역 개방 여부는 오랜 된 정치적 논쟁이다.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ANWR는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라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ANWR 1002구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이 불가능한 “야생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ANWR
1002구역 개방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관련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
서는 이곳을 석유ㆍ가스 기업에게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약 20억 달러로 추정했다.
- ANWR 1002구역을 개방하기 위한 시도는 지난 30여 년간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의원, 상원의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
으로 공화당 정치인들이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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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NWR 1002구역 개방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
년도

내용

1960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알래스카 북동지역의 36,017㎢를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

1980

ANWR로 개명, 76,890㎢ 로 확대, 이 중 32,374㎢를 개발이 불가한 “야생구역”으로 지정,
ANWR의 8%에 해당하는 구역(6,070㎢)은 개발 가능성을 염두해둔 특별조사구역으로 지정

1985

Chevron, BP, ASRC, Kaktovik Inupiat Corp.가 KIC-1 유전에서 시범 시추 추진, 시출
결과 비공개

1989

Exxon Valez 대형 유류유출 사고로 8일 전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ANWR 1002 임대안건이
승인됐음에도 상원의원 내에서 개방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상실

1995

의회가 예산절차를 통해 1002 구역에 석유시추 허용,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2002-2003

하원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1002구역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원에서 계속해서 거부

2005

Ted Stevens 알래스카 주지사가 국방예산안에 1002구역 개방 관련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
키려하지만 필리버스터로 계획 실패

2008

알래스카주 정치인들이 5일 연속 유가가 배럴당 $125 이상이면 시추를 허가하고 석유 수입
금은 아동영양과 저인금가족에너지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는데 실패

2014

알래스카주가 ANWR에 석유탐사를 허용하지 않는 내무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지만 패소

2016

하원의원에서 처음으로 ANWR을 야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투표했으나 부결

출처: http://www.foxnews.com/story/2005/03/16/timeline-history-anwr.html(2017.9.18. 검색)과
http://www.nrdc.org/stories/long-long-battle-anwr(2017.9.18. 검색) 등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김지혜 정책동향연구본부 극지정책연구센터 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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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와 선박간의 충돌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선박과 충돌해 죽은 채 발견된 멸종위기의 고래는 한 해 80
마리 이상에 이른다.a)
- 지난 5월 멸종위기종인 대왕고래(blue whale)가 선박에 치여 미 북부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죽은 채 쓸려왔고, 2년 전 긴수염고래(fin whale) 사체는 LA항 인근에서 수면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 고래와 선박의 충돌 사례는 LA항과 롱비치항 같이 선박 출입이 활발한 주요 항만이나 샌프란
시스코만 주변 해역처럼 고래가 회유하여 먹이활동을 하는 곳과 항로가 겹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 2013년 산타바바라 해협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자발적 시범프로그램으로 항로를 변경
했고, 모델을 활용하여 선박충돌에 따른 고래의 사망률에 관해 연구한 락우드(Rockwood)에
따르면 선박의 감속 운항을 강제화하고 선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고래 사망률을 60~85%
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림1. 선박과 충돌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 사체

출처: www.presstelegram.com/environment-and-nature/20170909/reducing-whale-deaths-rep-alan-lowenthal
-bill-aimed-at-curbing-fatal-ship-strikes(2017.9.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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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코틀랜드 테이(Tay)강에서 돌고래가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
찰청이 조사에 나섰다.b)
- 올여름 스코틀랜드 브러프티 페리(Broughty Ferry) 근처 테이강에서 제트스키와 돌고래가 충돌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스코틀랜드 야생동식물 범죄반대 실천을 위한 정부주도 파트너십 (Scottish
Government-led Partnership for Action Against Wildlife Crime Scotland, PAW
Scotland)은 보트운전 시 해양동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발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 세인트 사이러스 국립자연보호구(St. Cyrus National Nature Reserve)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혹등고래(humpback whales)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보트를 타고 고래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해 스코틀랜드 경찰청에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 스코틀랜드 법률(Conservation Regulations, 1994)에 의하면 고래류 등 해양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약 6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에 스코틀랜드는 해양동물을 관찰할 때는 고래와 인접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운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동식물 관람규범(Scotland Marine Wildlife Watching Code)’을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고래와 선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속 운항과 항로 변경이
제시되고 있다.c)
- 2004년 4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 여객선이 고래와 충돌했고, 그 이후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여 2015-16년만 해도 세 차례나 발생해 총 17명이 부상당했다.
- 과거 2008년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쓰시마의 중간해역을 특별경계(35노트) 및 주의구간(37노트)
으로 구분해 운항속도를 낮추도록 했고, 고래 식별 장비인 ‘액티브 소나’를 여객선에 장착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쾌속선에 탑재된 음파탐지기로 고래를 감지하기는 힘들고 음향
시스템 역시 큰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항로변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현재로서는 감속운항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연구원
(jiyoon9887@kmi.re.kr/051-797-4739)

참고자료

a) http://www.presstelegram.com/environment-and-nature/20170909/reducing-whale-d
eaths-rep-alan-lowenthal-bill-aimed-at-curbing-fatal-ship-strikes(2017.9.12 검색)
b) https://www.thecourier.co.uk/fp/news/local/angus-mearns/498560/police-issue-warn
ing-over-getting-too-close-to-courier-countrys-cetaceans(2017.08.31 검색)
c) http://news1.kr/articles/?2552876(2017.09.13 검색)
d) http://news.donga.com/3/all/20080219/8545740/1(2017.9.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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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보트쇼 시즌 개막
■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보트쇼 시즌이 시작되었다.a) b) c)
- 프랑스 칸 요트 페스티벌을 필두로 유럽 각국에서 보트쇼가 개최된다. 올해 40회를 맞는 칸 요트
페스티벌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포트 피어 칸토(Port Pierre Canto)와 비유 항(Vieux
Port)에서 개최된다. 보트쇼에 전시되는 550여 척의 보트 중 100여 척은 최초로 공개된다.
이탈리아 제노바 보트쇼(제57회)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노바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며 1
천여 척의 보트가 전시된다. 또한 제27회 모나코 요트쇼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몬테카
를로에서 개최되는데, 전 세계 58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20여 척의 슈퍼요트가 출품된다.
- 영국의 대표적인 보트쇼인 사우샘프턴 보트쇼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사우샘프턴
보트쇼는 1997년부터 매한다. 사우샘프턴 보트쇼는 런던보트쇼를 주최하는 영국해양협회(British
Marine Federation)가년 9월 메이플라워 마리나에서 개최되며 매회 10만 명 이상이 방문
주관하며 1천여 척의 요트 및 보트 전시, 어린이 안전교육 및 해양레저 체험, 크루즈 승선
체험 등이 진행된다.
- 미국의 제47회 뉴포트 국제보트쇼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모터보트 및 세일보트
생산업체, 부품 제작 및 판매사, 선박 유지ㆍ보수 서비스 종사자, 수상레저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해 신규 보트 및 관련 제품 발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해에는 600여 개의
기업과 4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각국의 보트쇼 전경

칸 요트 페스티벌

뉴포트 국제보트쇼

출처: (좌)http://www.cannesyachtingfestival.com/en/The-show-in-pictures/Photos2017-en/day-1/(2017. 9. 14. 검색)
(우)https://www.discovernewport.org/event/47th-annual-newport-international-boat-show/60723/(2017. 9. 14. 검색)

- 유럽을 시작으로 겨울철 개최되는 보트쇼는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보급, 신규 보트의 판매와
연계됨에 따라 레저보트 선진국에서는 보트쇼를 바탕으로 자국 레저산업의 경쟁력 개선수단
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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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쇼에 대한 높은 관심은 레저보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d) e)
- 칸 요트 페스티벌에는 2016년 기준 5만 1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외국인이었다.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530여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630척의 보트가 전시되었는데, 191척은
최초로 공개되었다. 한편 사우샘프턴 보트쇼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방문객 1인 당
880파운드(한화 약 132만 원)를 지출하며 방문객들의 연평균 소득 수준은 약 10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5천만 원)로 조사되었다.
- 각국의 보트산업계도 보트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래의 보트산업 소비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체험을 통해 친수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 및 환경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2.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사례

어린이 해양레저 체험

어린이 안전 교육

어린이 환경 교육

해양생물 보호 교육

출처: (좌상)http://perthboatshow.com.au/blog/get-kids-involved-at-the-show-with-the-free-tackers-sailingprogram/(2017. 9. 14. 검색)
(우상)https://www.everettsailandpowersquadron.com/about-esps/esps/nggallery/image/1-bs4k-boatshow-4(2017. 9. 14. 검색)
(좌하)http://www.boatshed.com/and-its-hot-hot-hot-at-the-southampton-boat-show-day-ii-blog-2037.
html(2017. 9. 14. 검색)
(우하)https://www.javea.com/en/maxima-asistencia-x-salon-nautico-denia/(2017. 9. 14. 검색)

■ 우리나라도 레저보트 산업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보트쇼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레저보트 산업 육성 및 홍보를 위해 부산국제보트쇼와 경기국제보트쇼 등 국제
규모의 레저산업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0회를 맞았
으며 27개국 387개 기업이 참여하고 4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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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보트쇼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전시되는 레저보트 및 요트의 수와 규
모가 적고, 전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보트쇼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레저보
트를 접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해 레저보트 산업
종사자들만의 잔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해외 유명 보트쇼와 같이 국내 보트쇼를 레저보트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보트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미래 수요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레저
보트를 즐기고 바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정아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ㆍ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참고자료

a) http://www.themeditelegraph.com/en/shipping/yachting/2017/09/05/european-boat
-show-season-begins-2X2eSFaSSRyiU45iQAgmZK/index.html (2017. 9. 6. 검색)
b) http://www.mby.com/tag/southampton-boat-show (2017. 9. 14. 검색)
c) http://boatingindustry.com/news/2017/09/12/newport-international-boat-show-ope
ns-september-14/ (2017. 9 14. 검색)
d) http://www.cannesyachtingfestival.com/en/Home/ (2017. 9. 14. 검색)
e) https://southamptonboatshow.com/ (2017. 9.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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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 맞아 국내외 행사 개최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지속가능관광에 관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a) b)

- 「지속가능관광컨퍼런스(Global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GSTC) 2017」가 9월
6~9일, 칠레 아이센 코이아이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 주제는 지속가능관광과 관련한 인증,
마케팅, 지자체,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관광지 관리, 인식 제고 및 교육, 호텔관리, 음식, 생태
관광 및 지역기반관광, 원주민관광 등이었다.
- 이에 앞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는 9월 4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관광전략 역량강화
코스」가 개최된 바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과 고용 및 빈곤감소,
상호이해, 평화와 안보 등이 주제로 논의되었다.
- GSTC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칠레의 리제네라(Regenera NGO) 및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리비에라 마야(Sustainable Riviera Maya) 등 역내 기관들이「지속가능
관광위원회(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림1. 칠레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관광컨퍼런스 2017 및 MOU 체결

출처: (좌) https://www.facebook.com/GlobalSustainableTourismCouncil/photos/a.1440191916034941.1073741840.
120077884713024/1444634335590699/?type=3&theater(2017. 9. 14. 검색)
(우) https://www.gstcouncil.org/regenera-ngo-chile-sustainable-riviera-maya-mexico-sign-collaboration-f
ramework-mou-gstc2017/(2017. 9. 14. 검색)

■ 국내에서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 및 박람회가 열렸다. c)
- 안산시는 9월 12~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세계생태관광협회(Ecotourism &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ESTC) 등과 함께 하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
런스」를 개최했다. 켈리 브리커 교수(유타대), 무하마드 마즈디 인도네시아 주지사, 국립생태
원장을 지낸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김성일 교수, 세계자연
1) 유엔(UN)은 2017년을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지정
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관광기구(UNWTO)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실천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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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연맹(IUCN) 장 쉰셍 총재 등이 기조연사로 나섰다. 또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생태관광 유관기관 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시민 900여명이
참석했다.
그림2. 안산에서 개최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

출처: (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041(2017. 9. 14. 검색)
(우) 직접 촬영

홍장원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ㆍ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윤인주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ㆍ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참고자료

a) https://www.gstcouncil.org/gstc2017-one-week-away/(2017. 9. 14. 검색)
b) http://themis.unwto.org/es/event/curso-de-la-omt-en-mexico-sobre-estrategias-d
e-turismo-sostenible-para-el-desarrollo-local-del(2017. 9. 14. 검색)
c)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041(2017. 9.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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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 관측 및 모니터링 분야에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
■ NOAA는 해양 관측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무인항공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a)
-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이하 UAS)은 인공위성, 유인 항공기과 비교
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저고도 비행ㆍ고화질의 해상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도가 높다.
- 이러한 UAS의 장점을 인지한 NOAA는 2005-2007년에 NASA 및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다양
한 응용 분야에서 UAS 기술을 사용하는 테스트를 실시한 후, UAS Program을 설립하여 해
양 및 연안 관측 및 모니터링 분야에 UAS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UAS 프로그램은 ‘해양 모니터링(Marine Monitoring)’ 등 NOAA가 관할하는 분야에 UAS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식별, 테스트, 평가 및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있어, 향후
USA 기술을 적용한 해양 보호자원의 모니터링 및 조사, 해양 포유류ㆍ바다거북ㆍ조류 개체 수,
유류 등의 유출 대응, 해양쓰레기 탐지 및 서식지 특성화를 위한 영상측량 이미지 데이터 수집,
야생동물의 피해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UAS는 하구를 비롯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도 유용하다. b)
- 최근에는 전국하구조사보호시스템(National Estuaries Research Reserve System, 이하,
하구 보호구역) 관리에 UAS를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현
장 관리자가 접근하기에 너무 멀거나 위험한 강어귀, 고지대 등의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2014년 12월에는 임시 하구 보호구역 워킹 그룹이 미시시피 주의 그랜드 베이 리저브
(Grand Bay Reserve)에 UAS 기술의 배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에는 웰스 리저
브 (Wells Reserve)가 미국 내 하구보호구역 관리기관의 UAS 활용을 돕고자 NOAA UAS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해양분야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UAS 운영 방법, 가능한 응용프로그
램, 관련 규제, UAS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정리한 문서를 발간하였다.
※ 미국은 하구 환경ㆍ생태계의 보호 및 연구를 목적으로 총 28개 하구, 5,260㎢를 연안관리법(Coastal Zone M
anagement Act)에 의거하여 National Estuaries Research Reserve System으로 지정

| 33

그림1. 미국 National Estuaries Research Reserve System(NERRS) 지정 현황

출처: https://www.wellsreserve.org/writable/files/archive/white-papers/thewayforward.pdf (2017. 9. 12. 검색)

■ 레이첼 카슨 하구 보호구역(Rachel Carson Reserve)은 해양 생태계 및 서식지 보호에
UAS를 활용하는 좋은 사례지역이다. c) d)
- 일례로, 레이첼 카슨 하구 보호구역(Rachel Carson Reserve, 이하 RCR)은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연구팀과 협력하여 UAS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탐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RCR는 듀크 대학의 해양 로봇공학(Marine Robotics) 및 원격 탐사 연구실(Remote
Sensing Lab)과 협력하여 중대형 쓰레기의 위치를 식별한 후 이를 지도로 제작하는 프로젝
트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 대학 연구팀의 주된 업무는 UAS를 비행하여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주 접근하지 않는 지역에서
중대형 해양쓰레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RCR은 이렇게 제작
된 지도과 RCR 서식지 지도를 비교 분석하여 서식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보퍼트 시(Town of Beaufort),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해양박물관, 미국 예인선연합(TowBoat US)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한다.
- 기존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처리할 수 없는 원거리의 중대형 쓰레기로 인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및 야생동물 및 방문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목재,
필링, 팔레트, 버려진 낚시 장비 및 폐선박 등의 중대형 쓰레기 12,000 파운드 이상를 수거
ㆍ처리할 것이라 RCR 관리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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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UAS를 활용한 하구 보호구역의 해양쓰레기 탐지 및 수거 활동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nccoastalreserve/albums/72157671185509783 (2017. 9. 12. 검색)

■ 우리나라 역시 해양 분야에 적용 가능한 UAS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e) f)
- 해양 생태계, 해양생물의 서식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도 쉽지 않아 UAS를 활용
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시간 및 원격 조정 등의 UAS 시스템 특성을 고려
할 때 해양이용을 위한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UAS를 활용한 해양 관측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 환경ㆍ생태계 관리
정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그림3. 해양 관측 및 모니터링에 적합한 무인항공기(UAS) 개발 사례

<NOAA의 해상용 UAS>

<Rutgers University의 수륙양용형 UAS.>

출처: http://www.noaa.gov/news/sailing-drone-captures-dawn-while-crossing-bering-strait (2017년 9월 14일 검색)
http://www.itworld.co.kr/news/101937 (2017. 9. 14. 검색)

이윤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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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수 규정 공식 폐지 임박
■ 미국 정부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모호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청정수 규정(Clean Water Rule)을 마련했다.a)
- 1972년의 청정수법은 전통적인 가항수역(navigable waters), 주와 주 사이의 수역(interstate
waters), 저수지, 지류, 영해, 인접한 습지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특정 수역이 청정수법에 따라 연방정부(주로 환경보호청)의 관리를 받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래퍼너스 대 미국정부(Rapanos v. United States)’ 등 관련
재판을 비롯한 여러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2015년 5월 27일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육군 차관보의 서명으로 미국 정부는 오바마 규정
또는 미국수역 규정으로도 불리우는 청정수 규정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수역과 연결
된 상류의 작은 지류와 습지 등의 관할권이 EPA와 육군 공병대에게 맡겨졌다.

■ 청정수 규정은 확정 이전부터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었고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재까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a) b) c) d)
- 토지소유자, 농업인, 기업가 등은 청정수 규정에 따라 정당한 토지개발과 경제활동이 위협받
게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결국은 규제비용의 증가, 경제발전 저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보수 정치인들은 청정수 규정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과 에너지 산업 비중이 높은 주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이 규
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한편, 여러 주 및 지방 정부는 청정수 규정이 연방정부 권한의 지나친 확대를 규정함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13개 주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법원이 이 규정
에 대한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발효되기도 전에 법적 효력이 정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2월 28일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청정수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했으며, 사실상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a) b) c) d)
- J. P. 모건-체이스, 허니웰, 록히드마틴, 다우케미컬 등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인 경영원탁회의
(Business Roundtable)는 올해 2월 22일,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개의 연방
법규들의 목록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청정수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 EPA 스캇 프루이트(Scott Pruitt) 청장은 청정수 규정의 폐지가 주정부의 권한을 돌려주는
정당한 조치이며 농업과 기업 활동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6 |

- 올해 6월 EPA와 육군 공병대는 청정수 규정 폐지를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미국
전역 주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30일간의 여론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설정하였다.

■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수질 관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청정수 규정 폐지를 추진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a) d) e) f)
- 미국 정부는 당초 청정수 규정 제정을 위하여 과학적 평가(Connectivity of Streams and
Wetlands to Downstream Water Assessment)를 실시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2:1
이라는 비용편익비(B/C ratio)를 제시하였다(매년 5억5천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 예상).
- EP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1억1천700만 명이 청정수 규정의 관할 수역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다. 또, 이 규정은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서 동식물 및 새들의 서식지 환경을 관리
하게 되며, 그에 따라 레크레이션 등 관련 산업 및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말로 예정되었던 여론수렴 기간이 9월 2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정치인,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종 단체 및 개인들이 청정수 규정의 존치를 위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청정수 규정과 관련한 미국의 상황은 산업활동, 개인의 토지소유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정부의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a) d) g)
- 트럼프 정부의 청정수 규정 폐지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미국적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의 문제가 부각되지만, 보편적 차원에서 농업으로 대표되는 산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통한 공공의 이익 간의 대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은 늘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보다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가 보장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기원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전문연구원
(kwhan@kmi.re.kr/051-79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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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를 기회 삼아 글로벌 협력 강화
■ 유럽과 중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다. a)
- 유럽위원회 제1 부위원장인 프랭크 팀머만스(Frans Timmermans)는 지난 6월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선언 이후 유럽과 중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은 저탄소 경제 달성과 화석연료 의존성을 축소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배출량은 약 20%에 해당한다.
- 중국은 기후변화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도시의 주민들은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CO2 배출을 20% 감축하고,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왔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유럽은 중국정부가 베이징에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계획이다.
- 중국은 2017에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키로 확정하고, 금년 10월부터
석유화학, 건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전략, 항공 등 8대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 기업을 상대로 탄소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이다.b)
그림1. 중국 난퉁 석탄발전소e)

출처 : http://maritime-executive.com/article/uk-and-china-collaborate-on-offshore-wind-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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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정책전반에 기후변화정책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c)
- 중국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주요한 도전과제이며,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국제기후변화규범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 중국은 3개방식(three ways)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 모든 정책단계에서 기후
변화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단계의
기후정책을 지원․강화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 CO2 배출감축 목표의 이행을 약속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이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4월에 중국은 ‘전략적 국가에너지계획(The Strategic National
Energy Plan)’을 수립하였으며, 제13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 둘째, 다원적 접근방식(multi-faced approach)에 기반한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한다. 중국은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정책 메커니즘과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중국은 신기술의 혁신과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투자와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 2017년에 중국은 5개 시범지역에 대해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녹색
금융(Green Finance)”을 설치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셋째,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에 미화 3,6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2. 중국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고용 비교d)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7/06/23/renewable-energyemployment-how-china-and-the-u-s-measure-up-infographic/#1165fc0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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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립에너지청(Chinan’s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50만 명에 이르며, 새로운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1,300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A)”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980만 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1.1%가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태양광 분야는 309
만 명, 바이오연료 분야 170만 명, 수력발전 분야 150만 명 순이었다.d)
-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에 있어서 미국에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2016년
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해 36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반면 미국은 77만 7,000명에 불과하였
다. 미국은 바이오연료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비교우위를 보였는데, 미국 내 바이오연료
분야 종사자는 28만 3,700백 명이었고 중국은 5만 1,000명이었다.d)
- 최근 중국 대련대학은 영국 엑세터(Exeter)대학과 해양 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
십을 구축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정부는 잠재적으로 해상풍력에너지(offshore
wind energy)를 통해 연간 340개 화석발전시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
박수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연구위원
(forest21@kmi.re.kr/051-79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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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에서의 공동개발 공식 인정
■ 8월 16일, 필리핀과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동개발을 실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a)
- 지난 7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8월 초에 개최된 아세안 외무 장관 회담과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 양국의 공동개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a)
- 알란 피터 카에타노(Alan Peter Cayetano)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두테
르테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동개발을 지시하였고, 그 배경에는 10년 내에 필리핀 전력 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말람파야 유전(Malampaya Gas Field)의 고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탐사와 시추를 위한 상업적 거래를 협상하고 있으며, 중국 측이
공동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 남중국해 공동탐사 프로젝트는 석유, 천연가스, 해양생물 및 기타 천연자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현가능하고 합법적인 공동개발 체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필리핀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공동개발이 헌법 위반이고 2016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주장에 대하여, 카에타노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공동
탐사 및 공동개발문제가 필리핀의 영토와 주권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6일 언론브리핑에서 필리핀과의 공동개발이 있을 것임을 인정
하였다.b)
- 화춘잉(Hua Chuny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80년대에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해결을 위
해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가장 먼저 제안한 국가가 필리핀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수 십 년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 및 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공동개발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또한 화 대변인은 해양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관련 당사국은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를 위한 노력으로 분쟁관리체제와 이행체제 수립 및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이행,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분
쟁을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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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공동개발이 양국의 입장과 최종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양국이 상호 신뢰와
상생의 정신에 따라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공동개발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 이번 공동개발합의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중국과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필리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b)
- 그러나 중국은 양국이 공동개발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주권 문제와 공동개발을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언제든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리핀은
중재판정 이행이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양국의 긴장 속
협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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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연안해역에서 포획된 어류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a) b)
- 미세플라스틱은 5mm미만의 플라스틱을 뜻하며,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이 파도와 햇빛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크기가 작아지게 됨으로써 생성된다.
- 미세플라스틱은 해저에 퇴적된 PCB등의 유해물질을 흡착하기 쉽다. 또한 이를 먹이로 오인해
섭식한 생물들을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 1950년대에 시작된 플라스틱 대량 생산이후로,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해양유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의하면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
규모는 3억 3,300만 톤에 달하며 매년 적어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전세계 해양의 풀라스틱 무게가 전체 어류의 무게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일본의 주요 연안해역에서 포획된 어류의 40%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c)
- 일본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주변해역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세계 평균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 교토대 환경공학과 타나카 슈헤이준(田中周平准) 교수 연구팀이 2016년 10~12월 동안 오키
나와 항, 도쿄만, 쓰루가만, 아고만과 고카쇼만,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연안에서 포획된 어
류를 대상으로 소화기관을 조사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어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도쿄만에서 포획된 멸치류로 검출률이 8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오사카 인근의 멸치와 정어리류로 약 50%의 어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 해양에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회수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입 억제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d)
- 일본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량 감축을
권장하고 있지만(1인당 연간 300매 수준), 이는 유통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율 이행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플라스틱 미립자가 포함된 화장품의 생산의 중단도 강제조항이 없어 화장품산
업협회의 자율규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7년 6월 개최된 G7 환경장관회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글로벌 위협’이라고 명시하였
으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방안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
품의 사용 억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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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14년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1인당 40매(1년 기준)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세정제 내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를 금지하는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
법안’이 2015년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다.d)

e)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한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유입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9월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을 통해 2017년 7월
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7월까지 미세플라
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밝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2020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망 해양연구본부 해역환경관리센터 연구원
(hmpark@kmi.re.kr / 051-797-4719)

참고자료

a) http://www.saga-s.co.jp/news/saga/10101/461117 (2017. 9. 13. 검색)
b)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7889&cid=43667&categoryId=43667
(2017. 9. 13. 검색)
c)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05H0Y_V00C17A9CR0000/ (2017. 9. 13. 검색)
d) http://www.asahi.com/articles/DA3S13097021.html (2017. 9. 13. 검색)
e)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79 (2017. 9.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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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력 팽창에 대응하는 일본의 해양 전략
■ 아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해상보안청 혹은 해상 자위대와
합동 훈련 및 양자 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을 둘러싼 해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a)
- 일본은 해양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로
안보가 국가 사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원유 공급의 85%와 수출
입의 2/3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수역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은 해로
안보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 일본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필리핀에게 선장 90m의 순시선 2대와 TC90 훈련기 5대를 무상으로 원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일본-인도네시아 포럼을
만들고 상호 해군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서 아베
수상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해양 협력을 ‘최고의 우선 순위(highest priority)’라고 언급하였다.
- 베트남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베트남 총리 응구엔 쑤언 푹과 아베 총리가
베트남 해양경찰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380억 엔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해양에서도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a)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치열한 외교 게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센카쿠/댜오위 다오 인근에서는
중국의 공선(公船)을 계속해서 순찰 보내고 있다.
-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이 해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협력을 강
화해 가고 있다.
- 또한 일본 방위성이 근래 확정한 2018년도 예산에 따르면 약 5조 엔 규모의 방위비가 책정
되었다고 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1,300언 엔, 약 2,5%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6년째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 엔을 넘은 것도
201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그 중 2100억엔은 해상보안청 예산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가의
요인으로 중국의 팽창과 북한 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의 ‘지역 헤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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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본의 해양력 확대는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개정 이라는 일련의 조치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동아시아 해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북핵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거대 세력 충돌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형국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유민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yloveh@kmi.re.kr/051-797-4794)

참고자료

a) http://thediplomat.com/2017/08/japans-maritime-diplomacy-mission-in-southeastasia/(2017. 8.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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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보초 훼손 원인과 국내 산호군락의 향후 관리 방향
■ 호주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 보호를 위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a) b) c)
- 대보초는 호주의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구상 가장 큰 산호초로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
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1981년에 세계문화유산리스트에 등재되었다.
- 호주 연방정부는 대보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퀸즐랜드 주정부(Queensland governments)와
함께 대보초 『2050 장기 계획(Reef 2050 Long-Term Sustainability Plan)』에 근거하여
공동 관리하고 있다.
- 연방정부와 퀸즐랜드 주정부는 대보초의 생태적 건강(reef’s health)을 위하여 매년 대략 200만
달러를 협력하여 투자하고 있고, 각각 ‘대보초해양공원청(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과 ‘퀸즐랜드 공원 및 야생생물 관리 부서(the Queensland Parks and
Wildlife Service)’를 통하여 교육ㆍ준수ㆍ집행에 관한 관리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호주 대보초의 지리적 위치 및 관련 계획

ㅣ

출처: 1)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03a33143-b2e0-4c2b-a33f-06ffb977625c
/files/managing-great-barrier-reef.pdf(2017.9.6. 검색)
2)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d98b3e53-146b-4b9c-a84a-2a22454b9a83 /files/
reef-2050-long-term-sustainability-plan.pdf(2017.9.6. 검색)

■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대보초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d) e)
- 산호초 연구 센터(the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Coral Reef Studies)가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항공조사(aerial surveys)에 따르면 대보초의 2/3 정도가 백화현상(coral
bleaching)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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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백화현상으로 대보초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은 기후변화로 인
하여 대보초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다만 호주의 대보초에서 연속적으로 심각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
코는 올해 7월에 대보초를 위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 단
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림2. 대보초의 백화현상으로 인한 피해

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great-barrier-reef-not-in-danger-unesco_us_595df5b1e4
b0615b9e8 f2b5b?section=us_science(2017.9.6. 검색)

■ 훼손된 대보초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f)
- 일부 언론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산호초가 죽고 있는 주된 원인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보초 2050 장기계획은 온실가스를 제한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
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호주의 대보초 2050 장기계획은 기후변화를 대보초의 생존에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저감 및
완화 정책의 필요성은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호군락에 대한 조사과 함께 기후변화 등 외부 위협요인을
저감 또는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g) h) i)
-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의 대보초와 같은 대규모의 산호초는 없으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산호군락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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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주도 문섬의 연산호 군락지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돌산호류를 비롯해서 각종
해면류까지 다양한 생물상이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군락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외부 위협요인을 저감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최석문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참고자료

a)
b)
c)
d)

http://www.environment.gov.au/marine/gbr(2017.9.6. 검색)
http://www.environment.gov.au/marine/gbr/protecting-the-reef(2017.9.6. 검색)
http://www.gbrmpa.gov.au/managing-the-reef/how-the-reefs-managed(2017.9.6. 검색)
https://www.coralcoe.org.au/media-releases/two-thirds-of-great-barrier-reef-hit-by-b
ack-to-back-mass-coral-bleaching(2017.9.6. 검색)
e) https://www.engadget.com/2017/07/10/the-endangered-great-barrier-reef-is-not-indanger-says-unesco/(2017.9.6. 검색)
f)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great-barrier-reef-not-in-danger-unesco_us_595d
f5b1e4b0615b9e8f2b5b?section=us_science(2017.9.6. 검색)
g)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resources/d98b3e53-146b-4b9c-a84a-2a
22454b9a83/files/reef-2050-long-term-sustainability-plan.pdf(2017.9.6. 검색)
h)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24652&cid=42927&categoryId=42927(2017.9.7. 검색)
i)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4367.html(2017.9.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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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호주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조정절차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협상 타결
■ 8월 30일 동티모르와 호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라 진행된 강제조정절
차에서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a)
-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협약 제5부속서의 강제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여러
차례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티모르 해에서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핵심 요소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합의는 해양경계선 이외에도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정의
법적 지위, 그레이터 선라이즈를 위한 특별체제의 수립, 자원개발과 이익공유 방법 등을 함께
다루었다.
- 이번 합의를 도출한 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고
PCA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정위원회는 동티모르 및 호주와 함께 합의를 공식화하고
남아 있는 문제들과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모든 쟁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양국
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로 유지될 것이다.

■ 동티모르와 호주는 8월 30일에 도출된 합의가 양국의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역사적
우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a)
- 동티모르 협상단의 수석대표이자 전대통령인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는 “양국을 한
자리에 모은 조정위원회의 결단과 기술이 길고 어려운 과정 내내 동티모르가 우리의 꿈인 완
전한 주권을 성취하고 호주와 최종적인 해양경계를 획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의 경계획정 대상 해협은 해저 대륙붕 지형의 생김새와 대륙붕
연장 모양, 두 사례 모두 현재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b)
- 해당 수역은 호주의 대륙에서 뻗어 나온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두 국가 사이의 가상 중간
선을 넘어 동티모르 앞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구역에 대해서 호주와 동티모르 양국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유전을 개발해왔다.
- 하지만 중간선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동티모르는 이를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 자
신의 의도를 관철시켜 최종적인 경계획정을 하게 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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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티모르 호주 조정위원회는 올해 10월 분쟁당사국들과 회의를 가진 후에 유엔해양법협
약 제5부속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가 추후 공개되면 우리나라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원희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whkim14@kmi.re.kr/051-797-4792)

최지현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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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A Press Release (2017.9.1),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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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해양공간계획 추진
■ 폴란드는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MSP(Maritime Spatial Planning, MSP)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a) b)
- 2017년 5월, 폴란드 그단스크 해양연구소(Maritime Institute in Cdansk)와 그디니아 국립
해양수산연구소(National Marin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는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Act on sea areas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maritime administration)」에
따라 MSP 초안을 마련하여 해양부에 제출하였다.
- MSP 초안은 주요 해역을 구분하여 행위 간 공간 할당 및 행위 우선순위 선정과 자연보호,
수산업 또는 군사 활동과 관련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10월 폴란드 국내 협의회를 개최하고, 11월
발트해 지역 MSP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을 초청하여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림1. BSR MSP 공간 분포 및 폴란드 MSP 수립 구역

(좌) 발트해 인접 국가

(우) 폴란드 MSP 수립 지역

출처: (좌) http://msp-platform.eu/sea-basins/baltic-sea-0 (2017. 9. 7 검색)
(우) http://msp-platform.eu/countries/poland (2017. 9. 6 검색)

■ 폴란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제정되었지만 2015년에 MSP 추진을
위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a) d)
- 2003년 폴란드의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은 MSP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립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국가의 해역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 간 중재 및 우선순위 지정의 근거가 부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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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EU 지침 요구사항을 따르지만, ‘생태계 기반 접근’을 MSP 목표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육상ㆍ해양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환경 및 경제 수요 간 균형을 추구하였다.
- 또한, 수산업, 양식업, 해양신재생에너지 및 골재 채취와 같은 주요 활동들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 어업, 내무, 교통, 수자원관리, 국방부 장관들이 추가가적인 협력기관으로 포함되었다.
- 기존 법률은 MSP의 구체적인 절차인 관리계획의 준비와 모니터링, 관리계획 평가와 갱신의
절차를 언급하지 않아, 실제 MSP의 준비가 지연된 이유로 꼽힌다. 개정법에는 이들 세부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며, 국내외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갖춘 MSP를 지향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MSP 조항은 2009년~2011년 동안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c) d)
- 폴란드는 MSP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2009년 그단스크만 서부에서 수행하였으며, 특정 용도
구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세부적인 활동 제한을 명시하였다.
- 추가적인 시범사업은 2012년 서던 미들 뱅크(Southern Middle Bank)와 포메라니아 / 아르
코나 만(Pomeranian Bight / Arkona Basin)에서 수행되었다. 포메라니아 / 아르코나 만에서는
골재 채취와 해양신재생에너지를 용도구역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시범사업 해역 주변 주요 갈등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MSP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림2. 폴란드 MSP 시범사업 도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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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그단스크만 서부 MSP 도면
2) Southern Middle Bank MSP 도면
3) Pomeranian Bight / Arkona Basin MSP 도면
출처: http://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download/poland_28.06.2017.pdf(2017. 9. 6. 검색)

■ 개정된 폴란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정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c) d)
- 폴란드의 MSP은 3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폴란드의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d)
1) 계획 변경 시 해당 행위들의 영향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상호작용 이해 부족
2)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의견 통합 한계 발생
3) 각 담당 기관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부족 및 데이터 조정 프로세스 미비
- 우리나라는 2016년 경기만에서 MSP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만간 해양공간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폴란드의 법률이 갖
고 있는 것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MSP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예진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연구원
(oyj1115@kmi.re.kr/051-797-472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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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meam.openchannels.org/news/meam/latest-news-and-resources-ocean-plan
ners-part-i (2017. 09. 06. 검색)
b) http://msp-platform.eu/countries/poland (2017. 09. 06. 검색)
c) http://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download/poland_28.06.2017.pdf
(2017. 09. 06. 검색)
d) http://msp-platform.eu/practices/polish-law-msp (2017. 09. 06. 검색)

스웨덴, 해양공간계획 이행을 위한 누적영향평가(cumulative
impacts) 도입
■ 스웨덴은 누적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심포니(Symphony)를 개발하였다.a)
- 심포니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누적 혹은 상호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이다.
- 이것은 Halpern et al.(2008)1)의 누적영향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31개 생태 구성요소
(생태계와 종)와 45개 압력(기후변화, 어업활동 등)을 종합하여 누적영향을 평가한다.

■ 심포니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b)
- 심포니는 해양공간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누적영향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관리 대안에 따른
누적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 심포니 분석 결과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제공받을 수 있다. 누적영향지도는 이해관계자 논의 시에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탐색
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1. 서부연안의 누적영향평가 결과 화면

출처: https://www.openchannels.org/blog/seasketch/seasketch-platform-mobilizes-sweden%E2
%80%99s-cumulative-impacts-models-planning(2017. 9. 14. 검색)

1) Halpern, B.S. et al., 2008, A global map of human impact on marine ecosystems. Science 319, pp.9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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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니는 지도에 표시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생태계 가치(혹은 구성요소)에 대한 모든
압력의 합계 또는 평균치의 누적영향을 계산한다.b)
- 심포니의 분석절차는 먼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태계 구성요소의 분포도를 작성
한다. 현재 대구, 돌고래, 물개, 홍합 등 약 25개 생태계 구성요소의 분포도가 포함되었다.
- 다음으로 인간활동의 압력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보여주는 해양 압력 지도를 개발한다.
- 이후 각 생태계 구성요소가 압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설명하는 민감도 매트릭스를 개발한다. 이
매트릭스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수중 소음에 대해 돌고래가 물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 마지막으로 생태구성요소, 압력, 민감도 수치를 누적영향식에 대입하여 최종 누적영향을 확인한다.
심포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게 하며, 대안에 따른 누적영향을 비교하고
최적의 해결책 탐색을 용이하게 한다.

■ 2017년 6월부터 스웨덴 해양공간계획 정책 과정에서 누적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b)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과정의 한 부분으로 심포니를 활용하여 계획 초안을 분석하고, 누적영향
측면에서 대안을 비교하는 절차를 둘 예정이다.
- 스웨덴 정부는 심포니가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가치 있는 수단이 될 것
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하고,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는데 노력 중이다.

■ 향후 누적영향평가가 개별 국가의 중요한 해양공간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누적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활동에 따른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 해양생태계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누적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
하다.
최희정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ㆍ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chj1013@kmi.re.kr/051-797-473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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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양식산업, 시설 대형화 추진
■ 세계 첨단양식기술은 자동화ㆍ대형화가 진행 중이다.
- 연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양식업은 육상기인 연안 오염과 어장 자가오염 등으로 인해 어장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조, 고수온, 태풍 등의 자연 재해 및 기생충, 질병,
노로 바이러스 등 폐사나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들이 양식 생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양식산업을 둘러싼 위험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양식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해양식이 진행되고
있다. 거친 난바다에서의 외해양식을 위해서는 작업 및 시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외해양식
시설은 점차 시설 안정성을 위해 대형화 되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형 자동화 양식생산시설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량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식시설 내에 가공 시설을 갖출 수 있어 생산된 수산물의 신
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운반비를 줄일 수 있다.

■ 노르웨이는 무인 완전자동화 양식시설의 실증 실험에 돌입한다. a)
- 로봇 기술이 무인 외해양식을 앞당기고 있다. 신테프 오션(SINTEF Ocean, SINTEF)의 연구
진은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이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외해양식시설에서는 어류복지를 위한 모니터링부터 사료공급, 바닷물이(Sea lice) 관측 등 다
양한 업무를 위해 매일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이동하기 위한 선박 역시 요구된
다. 하지만 자동화 기술을 이용하면 인력 이동을 위한 날씨 및 해양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아져 더 먼 외해에 양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SINTEF와 NTNU(노르웨이 공과대학교)는 해양 로봇공학(Maritime Robotics), 아구스 원격
시스템(Argus Remote Systems), 리로우(Lerow)와 공동연구로써 ARTIFEX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자동화 선박, 드론, 해양드론(ROV) 등으로 구성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실
시간 모니터링과 수중 보수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년 초 해당 시설은 프뢰야(Frøya) 지
역의 섬에 위치한 SINTEF의 실증 규모의 시험 양식장에서 실증실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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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RTIFEX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무인 양식 시스템

출처: https://thefishsite.com/articles/does-the-future-lie-in-offshore-unmanned-fish-farms(2017.8.31. 검색)

■ 싱가포르와 노르웨이는 해양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양식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b) c)
- 케펠(Keppel Offshore)과 해양생명양식(Marine Life Aquaculture)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전시회에서 해양플랜트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양식 플랫
폼을 소개했다. 석유시추 시설 설계 및 제작 전문의 두 기업은 지난 해 10월 해양플랜트 기
술을 도입한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시설은 육각형의 반침하식(semi-submersible)
양식 플랫폼으로 원격 부침 조절장치가 있어 필요에 따라 가두리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또
한 사료공급, 어망 청소, 어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운영 센터와 치어 생
산용 부화장, 필렛 및 냉동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노르웨이는 이미 살마(Salmar)의 오션팜1(Ocean Farm 1)을 개발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시
제품을 트론헤임 앞바다에 설치한 바 있다. 케펠은 싱가포르의 양식 플랫폼은 아직까지 구상
단계에 있지만 향후 개발 시 1ha 당 1,000톤의 어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해양생명양식의 설립자 프랭크 탄(Frank Tan)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업계의 니
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전했다.
- 노르드 연어(Nordlaks)와 NSK선박설계(NSK Ship Design)는 노르웨이 수산부로부터 21개의
개발면허를 발급받아 하브팜(Havfarm)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브팜 프로젝트
는 대형 선박양식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노르드 연어와 NSK선박설계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
는 신개념 양식 플랫폼 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신청했던 10개의 면허에서 11개가 추가된 21
개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모의 양식 시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발 연구사업은 연구비 및 시설 생산ㆍ보관비용으로 약 20억NOK(한화
약 2,800억 원)가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로 노르웨이 수산부 및 관련 기업체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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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좌) 해양플랜트 응용 양식시설 모형과 (우) 선박양식(HavFarm) 구상도

출처: (좌) http://www.todayonline.com/singapore/offshore-rigs-fish-farms-beingdeveloped-keppel(2017.9.7. 검색)
(우) https://thefishsite.com/articles/huge-boost-for-novel-farm-systems(2017.9.7. 검색)

윤미경 수산연구본부 양식산업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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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신기술 도입
■ 미국의 국제 자연보호협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어업 차단기술을 개발했다.a)
- 전자 모니터(EM: Electronic Monitors)라고도 불리는 선상 비디오카메라는 사람 대신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옵저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M 카메라는 선박의 통신시스템에 연결되
어있으며, 렌즈의 조작이 감지되면 현지의 어업 규제당국에 경고를 전송한다. 그러나 조업 이
후 수집된 영상들을 검토하는 데는 수 백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자연보호
협회(TNC: The Nature Conservancy)에서는 어류의 생김새를 인식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 기계 학습 소프트웨어는 물고기의 크기, 모양 및 색상에 따라 각 어류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AI 기술은 여전히 발달 중이며 역동적인 해양환경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남아있지만, 선상에서 불법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옵저버들에만 의존했던 현재의 모니터
링 시스템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TNC의 AI 알고리즘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준 스냅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Snap Information
Technologies)의 CEO인 크리스 로들리(Chris Rodley)는 해당 소프트웨어는 정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와 그의 연구진들은 시스템이 EM 검토시간을
40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는 옵저버들이 업무의 다른 측면을 관
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

■ 칠레 해군은 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감시 및 기타 데이터를 이용한 선박추적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b) c) d)
- 영국 기반의 기술회사인 새틀라이트 어플리케이션즈 캐터펄트(SAC: Satellite Applications
Catapult)의 파생회사인 오션마인드(OceanMind)는 보도 자료를 통해 칠레 해군(DIRECTEMAR)
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어업 근절을 위해 칠

레의 항공 및 해상 순찰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SAC는 IUU어업 탐지를 위한 위성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효능을 입증하는위성 고도화 해
역 인식(SEMDAC: Satellite Enhanced Maritime Domain Awareness)프로젝트 추진
을 위해 칠레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해 오션마인드를 설립했다.
-

오션마인드는
Identification

수산 전문가의
System)데이터와

탄탄한 분석과
선박

함께

모니터링

자동식별시스템(AIS:

시스템(VMS:

Vessel

Automatic
Monitoring

System)을 활용하여 칠레 해역의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확인했다. 또한 인공위
성에서 촬영한 합성 개구 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이미지는 추적 장치를
끄거나 조작하여까맣게 표시된어선을 식별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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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위성을 활용한 불법어업 감시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9/08/company-uses-satellite-data-to-help-chilean-navycounter-iuu-fishing/(2017. 9. 8. 검색)

■ 이미지샛 인터네셔널은 IUU 어선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계층 해상 지능
시스템인 킹피셔를 개발했다. e)
- 이미지샛 인터네셔널(ISI : ImageSat International)은 IUU 어선의 은밀한 움직임을 폭로하
기 위해 위성자동식별시스템(S-AIS), 인공위성 레이더 위성 이미지, 전기 광학 위성 이미지,
선박 감시 시스템(VMS), 연안 레이더, 오픈 소스 정보(OSINT) 및 날씨 패턴 데이터를 활용
하여 다중 센서, 다중 계층 해상 지능 시스템인 킹피셔(Kingfisher)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IUU어업의 행동 패턴을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의 위성이미지를 포착하여 분석한다.
- 해양환경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인공위성으로 탐지하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
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킹피셔의 알고리즘은 이를 식별하고 다른 센서 데이터와 비교하여
AIS장치가 꺼져있는 비협조적인 선박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 킹피셔시스템의 법집행 가능성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접근
해 AIS 시스템을 끄는 어선을 감시하고 항로를 예측하여 해양 경비대를 파견한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평소라면 해당 어선이 이 상황을 빠져 나갔을 수도 있었으나 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정확한 시점에 해안 경비대가 해당 어선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 불법어업은 매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a) e)
- 연구자들은 IUU어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추정한다.
이 금액은 세수의 손실,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상실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인적자원과 천연자
원을 착취하는 위험한 암시장임을 나타낸다.
-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공위성 등의 신기술을 활
용한 불법어업의 감시는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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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은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며 현장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증거 자료로써의 법
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기술이 감시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효
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엄선희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부연구위원
(sheom@kmi.re.kr/051-797-4553)

안지은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서효정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cmznal@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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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수산 유통의 투명성 제고 기대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이다. a)
- 블록체인은 거래 시 데이터 위조를 방지하여 해킹을 막는 기술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으로
금융계는 물론, 무역업계, 그리고 1차 산업계 등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이다.
-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블록체인을 ‘신뢰 기계(Trust machine)’로
묘사하면서 이 기술이 공급망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1. 블록체인 작동원리(좌) 및 수산부문의 활용 가능성(우)

주: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암호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분산해 저장한 후, 규칙에 따라 결합해
‘체인’을 형성함. 또한 거래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대조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coin telegraph (2017.08.21. 검색)

■ 블록체인 기술, 수산물 유통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

-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수산 분야에
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유통으로, 전
통적 방식(A paper-based system of waybills) 하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저하, 위조 가능
성 등의 해결책으로서 기대가 크다.
-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에서 출하되고 있는 수산물 30%에 라벨링 표기 오류가 있으며 돔류
(snapper), 능성어류(grouper), 농어류(perch) 등 특정 어류의 80%는 어획 및 출하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한편, 정보 데이터에 변형을 가할
수 없어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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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스타트업, 참치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파일럿 사업을 시행했다. b)
- 영국의 기업 간 거래(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프로베넌스(Provenance)는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본 레스토랑에 공급되는 인도네시아의 참치 공급망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모바
일, 스마트 태깅 등을 적용한 파일럿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에서는 인증서의 “이중 유출” 방
지, 소비자에 대한 식품 이력 추적의 투명성 제고, 개방형 시스템 기반 구축이 모색되었다.
- 파일럿 사업 결과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세계 개인 간(P2P) 네트워크 형성, 이력추적 정보의
투명성 제고, 정보 공유를 통한 노예 노동 방지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2. 프로베넌스의 블록체인 파일럿 작업 시행 결과

출처: https://www.provenance.org/tracking-tuna-on-the-blockchain (2017. 8. 21. 검색)

■ 수산업계, 세계화 추세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관심이 요구된다.c) d)
-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조 방지, 해킹 방지, 투명한 거래 보장, 거래 내역의 즉각적인 추적ㆍ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업계는 물론, 해운 및 항만 등 물류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 농업부문에서도 실시간 관리(Real Time Management), 식품 공급사슬(Supply chain), 모바일
결제 및 자금 조달(Mobile Payment and Financing) 등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
하고 있다.
-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도입이 최종 판매 수산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나, 이에 앞서 세계 소비 규범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불하
는 비용 이상의 수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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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내부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지향 성향이 커지면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 수집과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신뢰도가
강조되는 실정이다.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등 신
기술과 관련된 기초 연구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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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지속가능한 수산업 인증 기준 개선
■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인증 수산물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a) b)
- MSC 인증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인증제도 중의 하나로, 지속가

능한 자원의 양, 환경 영향의 최소화, 효과적 관리 세 가지 기본 원칙과 28개의 세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 1997년 창설된 이후 2만 5천 개가 넘는 MSC 인증 제품들이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 어획수
산물의 약 12%가 MSC의 인증을 받았다. 특히 MSC 인증은 올해 3월 GSSI(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로부터 신뢰성 및 엄격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최초의
세계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제로 인정받았다.
- 최근 결과에 따르면 MSC 인증제를 통해 인증 어업이 조업하는 해역의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어족 자원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한 변화되면서 국제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이러한 인증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업체인 타이 유니온 그룹(Thai Union Group)이 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MSC 인증을 받은 다랑어 원물 비중을 7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적으로 MSC 인증을 받은 원물을 사용하겠다는 대규모 수산 가공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MSC 3개 유형 중 가공·유통 인증(MSC Chain of Custody)을
받은 업체가 약 30여 개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

■ 그러나 일부 어업에서 인증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c) d) e) f)
- MSC 인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MSC 인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서부 태평양지역의 다랑어(Skipjack) 어업의 경우 일부 조업 방식에 대해 지속가능한 어획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어선이 다른 시기에 어류군집장치 (Fishery – aggregation - devices,
FAD)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해 12월, MSC의 활동을 지원해오던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
하 WWF)이 MSC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b)하였다. 이 성명서는 다랑어 부문 인증 평가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MSC 기준이 심사에 제
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1) MSC 인증은 어획 인증(MSC Fisheries), 가공·유통 인증, 그리고 두 인증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획득할 수 있는 MSC
Eco-label 등 세 가지로 나뉜다.

68 |

- WWF는 MSC 인증 기준을 다랑어 어업에 적용할 경우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
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인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MSC 인증을 이미 받은 다랑어 생산자·단
체가 실제로 어획 관리 규칙(Harvest Control Rules, 이하 HCR)2)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보장이 없고, 심지어 인증 허가를 통해 MSC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 MSC
인증 기준이 다랑어 HCR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 또한 북동부 태평양지역 다랑어(Yellowfin 및 Skipjack) 선망 선단의 경우, 다랑어 어획을
위해 사용된 어법이 돌고래 사망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세
계자연기금(WWF)의 의견을 배제하고 MSC는 동 선단의 30년간의 어획량 감소 노력을 인정
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로 인증하였다.
- 현재 MSC는 일부 어업에 있어 특정 부분을 인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전체 어업에 대한 인
증으로 오해하고 있다. 영국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가 MSC 인증을 받은 어선은
MSC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이 일부 환경 단체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증과 달라 MSC 인증이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MSC 인증 과정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g)

h) i)

- 비판의 목소리에 대응하여, MSC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8월 초 동료
평가대학(Peer Review College)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현재 인증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MSC 인증 평가단의 참여 요건을 강화한 프로그램이다. 5년 이상 해
당 분야 경력자로, MSC 수산 표준 교육 과정을 통과한 전문가 50여 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이미 인증이 완료된 알래스카 해역의 멕시코 다랑어 어업을 재심사키로 하였다.
- 또한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MSC는 관련된 모든 이의 사항에 대해 9월 1일부터 협
의가 시작되어 3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검토 내용으로는 인증 기준 개선,
MSC 인증 연기 절차, MSC 평가 절차 간소화, 이의 제기, 변동 요청 등 어업 인증 관련 요
구 사항 절차 개선, 심사원 역량 강화,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 기준에 대한 개선,
양식수산물 인증(ASC) 사료 이력 등이다. 새로운 기준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산업
계와 환경 NGO 단체가 수년간 인증 과정에 대해 호소한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증 기
준을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인증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해외 인증제도 획득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인기 있는
인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증 획득은
때로는 수출 기본 요건으로, 때로는 경쟁력 확보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2) 어획 관리 규칙(HCR)은 어족 자원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획을 하는 관리 조치로, 불확실한 어장 상황을 생물학적 기준
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지역수산기구 등 다랑어를 비롯한 멸종 위기의 어족 자원을 관리
하는 기관에서 어획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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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증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소요 비용, 도입 이후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제적으로 자원 관리 및 식품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
격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 인해 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수산 분야에서도 친환경, 이력제 등과 관련한 인증제에 대해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수산물이 국제 교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준업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joonup@kmi.re.kr/051-797-4907)

하혜수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hyesoo8712@kmi.re.kr/051-79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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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트롤에 의한 해저생태계 영향분석 결과 발표
■ 저층트롤(Bottom Trawl)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 c) d) e)
- 저층트롤어업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어선을 사용하여 거대한 원뿔모양의 그물을 해저 바닥을
따라 견인하는 트롤어업의 한 종류로, 해저 생태계에 가장 광범위한 물리적 교란을 발생시키
는 어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트롤어업은 그물을 견인하는 수심에 따라 저층트롤과 중층트롤(mid-water trawl), 표층트롤
(pelagic trawl)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트롤의 종류에 따라 저인망 또는 트롤어업으
로 분류되고 있다.
- 2011~13년 기준, 저층트롤어업 어획량은 전 세계 양륙양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났다.
- 그러나, 저층트롤의 특성상 해저 바닥을 긁거나 뒤엎는 행위로 퇴적물 부유, 해저지형 변화,
산호ㆍ스펀지 등 구조적 유기체 손상, 생체량 및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등을 야기해 서식지
파괴와 물리적 생태환경 변화와 같은 환경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또한, 최대 1,500~2,000미터에 달하는 그물을 바닥에서 끄는 방식의 무차별적 어획으로 부
수어획과 비표적 어종 어획 등 자원남획과 고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수산자원보호,
어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1. 저층트롤 조업 모식도와 저층트롤어업에 의한 어획물

출처: http://safinacenter.org/2015/02/fishing-gear-101-trawls-bulldozers-ocean/(2017. 9.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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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트롤 조업 시 해저생체량은 평균 15.5% 감소, 회복기간은 3.6년 소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a) b)
- 최근, 46건의 트롤조업 실험과 24건의 비교자료를 합하여 약 70여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층트롤어업이 해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1)가 발표되었다.
- 실험은 온대해역인 유럽지역 북서대서양과 북미지역 북동대서양에서 진행되었고, 저층트롤 조
업 횟수는 1회로 제한하였다.
- 저층트롤어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저생체량은 1회 조업 시 평균 15.5% 감소하는 것으
로, 절반으로 감소한 생체량을 환경수용능력의 95%까지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9~
6.4년(5~95% 불확실성 구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3-A, B)
- 또한, 저층트롤어업에 의한 해저 생태환경과 생체량 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트롤 어구유형에 따른 해저 침투 깊이가 깊을수록 생물량 감소 증가
ⅱ) 퇴적물 중 자갈 비중이 높을수록 저층트롤에 의한 개체 수 감소 증가 : 자갈비중이 높은
지형일수록 규모가 크고 수명이 길며 정착성이 높은 생물 비중이 높고, 트롤어업에 민감
하게 반응함

■ 트롤종류에 따른 영향은 오터트롤이 가장 적고, 수압식 준설선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복에 최소 0.7년, 최대 16.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b)
- 상기 영향분석에서는 저층트롤어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구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터트롤
(Otter Trawls, OT), 빔트롤(Beam Trawls, BT), 형망(Towed (scallop) Dredges, TD) 그리고
유압준설(Hydraulic Dredges, HD)로 어구 종류를 구분하였다.
- 저층트롤 종류별 영향분석 결과, 생체량은 6%~41%가량 감소하였고 회복기간은 0.7~16.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트롤에 의한 해저 침투 깊이와 생체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층트롤어업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OT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HD에 의한 영향이 현
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 트롤 종류와 퇴적물 구성에 따른 개체 수 감소와 회복율을 분석한 결과, OT의 경우 자갈
1%에서 5.5% 감소, 1.05의 회복율을 보였고, BT는 자갈 0%에서 3.1% 감소, 4.47의 회
복율, TD는 자갈 45%에서 72% 감소, 0.18의 회복율을 각각 보였다.(그림3-C, D)

1) Jan Geert Hiddink, “Global analysis of depletion and recovery of seabed biota after bottom trawling distur
bance”, PNAS, Vol. 114, no. 31, August 1, 2017, pp. 8301-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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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저층트롤어업 영향 분석을 위한 실험 해역 분포도

출처: http://www.pnas.org/content/114/31/8301.full(2017. 8. 23. 검색)

그림3. 저층트롤어업에 의한 해저 생체량 감소 및 회복율 분석 결과

주1: B는 생체량, K는 환경수용능력, r은 회복율, gravel은 퇴적물 내 자갈 비중을 나타냄
주2: A와 B그래프는 모든 트롤 종류의 평균 감소율을 기준으로 한 중간 값을, C와 D는 각 트롤 종류별 평균 추정 값을 나
타냄. 음영 영역은 각 추정치의 5~95% 불확실성 구간을 나타냄.
출처: http://www.pnas.org/content/114/31/8301.full(2017.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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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트롤 종류별 해저생태계 영향 분석 결과

트롤종류

생체량감소

침투깊이

OT

6%

2.4cm

BT

14%

2.7cm

TD

20%

5.5cm

HD

41%

16.1cm

출처: http://www.pnas.org/content/114/31/8301.full(2017. 8. 23. 검색)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저층트롤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영향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어업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a) b)
- 본 영향분석은 한정된 해역에서 단일 조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어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생체량 감소 및 회복율 산출에 사용된 데
이터도 불완전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 그러나, 어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환경ㆍ자원보호를 통한 생물학적 번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수립 및 해양관리협의회(MSC)
등과 같은 어업인증ㆍ평가 시 어업에 따른 과학적ㆍ생태학적 영향분석을 반드시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지은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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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seafoodsource.com/commentary/global-impacts-of-trawling-quantified
-in-new-study(2017. 8. 23. 검색))
b) http://www.pnas.org/content/114/31/8301.full(2017. 8. 23. 검색)
c) http://safinacenter.org/2015/02/fishing-gear-101-trawls-bulldozers-ocean/
(2017. 9. 11. 검색)
d) http://www.fao.org/fishery/geartype/205/en(2017. 9. 12. 검색)
e)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 2(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시용방법)

지난 240년간 산호초 서식지 감소 추정
■ 240년 전 작성된 갈드(Gauld)의 해도에 산호초 서식지가 표시되어 있다. a)
- 1774년 영국의 측량관인 조지 갈드(George Gauld)는 플로리다키스(Florida Keys) 제도를
중심으로 항해를 위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조지 갈드는 자연 경관이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자신의 해도에 표식과 부가설명을 하였다. 그는 플로리다키스 제
도 남부에 있는 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둑은 산호초로 가득 차 있었고, 그로인해 선
박은 3 패덤(fathoms)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해 놓았다. 그는 해도에 “산호초(Coral)를
“커다란 바위(Large Rocks)로 적어 놓기도 했다.
그림1. 갈드의 해도

출처: http://www.atlasobscura.com/articles/coral-map-comparison-nautical-charts

■ 갈드의 해도와 위성조사를 통해 산호초 서식지의 변화를 추정한다.
- 거의 2세기가 흐른 뒤에, 많은 학자들은 갈드가 해도를 만들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사이언스 어드벤스(Science Advances)지의 최근 논문에서 환경과학자와 역사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갈드의 해도와 위성조사를 통해 지난 250년 동안 산호초의 서식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추정했다. 이 연구는 산호초가 어디에 존재했었는지,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 역사자료를 조사하여 현재 산호초 서식지의 변화를 추적하다. b)
- 역사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현재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중요하고 창의적인 출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생물 개체군의 변화를 조사하는 역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포경기록, 어업통계 및 식당메뉴 등을 조사했다. 다른 역사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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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9세기 후반부터 굴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는 굴서식지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어종의 서식지를 표지해 놓은 지도는 현재 지리학자들이 해안선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콜비 대학(Colby College)의 로렌 맥클란트(Loren McClenachan) 교수는 영국 수로사무소의
기록보관소에서 갈드의 해도를 보았을 때, 이 해도는 산호초 서식지 변화 연구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갈드의 해도에는 생태 정보가 많다고 언급했
다. 예를 들어, 갈드는 산호초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깊은 곳에 서식하는지 정확히 설명했을
뿐 아니라 거북이가 어디에서 휴식하는지 설명해 놓았다. 또한 갈드의 해도에는 맹그로브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 연구팀은 과거 산호초 서식지와 현대 산호초의 서식지 정렬은 몇몇 지역에서 거의 유사할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갈드가 그의 해도에 표시해 놓은 다양한 노트와 표식
을 기준으로 산호가 서식했던 표식이 있었던 곳을 찾아 현재 지도에 다시 투영을 하고, 이렇
게 표시된 지도와 위성조사를 비교해서 과거 산호초 서식지와 현재의 변화를 분석했다.
- 연구결과 지난 240년 동안 플로리다키스(Florida Keys) 제도에서 산호초는 약 52%가 손실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2. 플로리다키스 제도의 산호초 서식지

출처: http://http://frankosmaps.com/florida-keys-fish-card(2017. 9. 12. 검색)

■ 인간의 활동은 산호초 감소에 영향을 준다.
- 맥클란트 교수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산호초의 서식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
급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폐수는 산호초를 질식시키며, 인간의 부주의한 해양레저 활동
역시 산호초 서식지를 파괴한다. 또한 기후 변화로 바다가 따뜻해지고 산성화되면서 산호초들
은 점점 더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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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란트 교수는 이 연구는 살아있는 산호초의 감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언
급하였다. 그의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산호초 서식지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역사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발견해 낸 것이다.
- 현재 플로리다키스 제도에 산호초 복원, 아기산호의 재배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종의 탄
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윤숙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yoonsukl@kmi.re.kr/051-797-4582)

참고자료

a) http://www.atlasobscura.com/articles/coral-map-comparison-nautical-charts
(2017. 9. 12. 검색)
b)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9/170907142707.htm
(2017. 9.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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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
■ 베트남은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치어를 방류했다. a)
- 동탑(Đồng Tháp)당국은 자원을 보충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버 바브(Silver Barb), 레드 테일드 틴포일(Red-Tailed Tinfoil), 판가 피쉬(Panga Fish)
등의 어종을 방류했다. 방류된 치어는 600kg이상이며 총비용은 5,720달러에 달한다. 주최측
은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대중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지방의 수산부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티엔강(Tien River) 부근의 어업을 금지했다.
- 북부 산악 지방의 뚜엔 꽝(Tuyen Quang)에서는 1.2톤의 치어를 강으로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1.2톤의 어류 중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토착어종 두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
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로 강(Lô River)에서 서식하는 어류 및 양식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토착어종의 자원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 매년 7번째 보름달을 축하하며 물고기를 호수로 방류하는 것은 베트남의 관습이며, 농어촌개
발부, 지방 농업농촌개발부 및 베트남 불교회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다. 이는 수산업을 지속
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어업 및 양식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림1. 베트남 동탑 지역의 자원 방류 현장

출처: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7&id=93707&l=e&special=&ndb=1%20
target=(2017. 9.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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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는 자원고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b)
- 국가의 수산업 부문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나는 조만간 어업자원을 잃게 될
것이다. 2016년 가나는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해 1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한
바 있다. 연간 95만 톤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가나는 현재 수산물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 가나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인 엘리자베스 아폴리 콰예(Elizabeth Afoley Quaye)는 "가나의
수산물 수입량은 60만 톤에 이르며, 스스로 생산하는 수산물의 양은 40만 톤 미만이다. 가나
의 수산자원은 꾸준히 고갈되고 있다" 고 밝혔다.
- 그녀는 수산양식개발부가 자원고갈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상에서 어획물을 거래하는 환적, 자원의 남획을 유발하는 불빛조업(Light Fishing),
포획금지 체장 물고기 어획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 아폴리 콰예에 의하면 가나는 남획을 유발하는 불빛을 이용한 조업방법을 금지시켰으며, 포획
금지 체장의 물고기를 어획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항구에 선박과 어획물을 검사하는 특별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 중국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의 단속을 강화했다. c)
- 중국은 주요 해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년 동안 조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
농업부는 대부분의 수생생물이 산란기에 접어드는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강과 해안지역에
금어기를 설정했다.
- 8월 25일부터 다롄(Dalian)의 경찰관들은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200개의 항구를 순찰하고
무허가 선박의 항해를 금지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82척의 선박이
압수되었고, 약 100명이 허가를 위조했음이 밝혀졌다.
- 올 한 해 동안 다롄 경찰은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9천명의 경찰을 파견했다. 단속의 결과로
500척 이상의 선박이 압수되고 2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180명이 넘는 사람
들이 불법어업으로 어획된 어획물 거래로 인해 체포되었다.
- 하이난(Hainan) 지방 해양 수산 당국에 따르면 금어기 동안 적발된 불법어업 사례는 92건으로,
작년보다 3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당국은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금어기 동안의 위
반 사실을 보고하기를 요청했다.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수산자원의 감소는 수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중 하나이므로 각국 정부는 수산자
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 방류, 불법어업 단속, 남획 유발 조업 방식 금지, 휴어제 등의 방안
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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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안정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지속적인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노
력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정책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엄선희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부연구위원
(sheom@kmi.re.kr/051-797-4553)

서효정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cmznal@kmi.re.kr/051-79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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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어획 규제 합의
■ 세계 각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계획에 동의했다. a)
- 2014년 태평양 참다랑어 어군은 초기 자원의 2.6% 수준에 불과한 17,000톤으로,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멸종에 가까워졌다. 이에 따라 참다랑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켜졌으며, 몇 차례 참다랑어 자원보호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 2017년 8월 28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북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 본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4년까지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을 초기 수준의 20%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향후 17년 동안 자원량이 7배 정도 증가해야함을 의미한다.
2. 향후 7년 동안 어획 쿼터를 유지하되, 목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쿼
터를 증가시킨다.
3. 2020년까지 불법적으로 어획되어 시장에 유입되는 태평양 참다랑어의 양을 감소시킨다.

■ 참가국들은 자원량 회복 가능성에 따라 어획 범위를 조정하는 규제에 합의했다. b)
- WCPFC는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24년까지 참다랑어 성어 자원량을
41,000톤으로 설정하였으며, 30kg 이하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2002~2004년 평균 어획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다.
- 일본은 참다랑어 자원량을 13만 톤까지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중간 목표
(2024년까지 성어 자원량 41,000톤) 달성 가능성이 60% 이하일 경우 어획을 줄이고 65%
이상일 경우 어획을 늘리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60%나 65%가 확실하게 자원 고갈을 예방할 수 있
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결국 참여 국가들은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약 75%
일 때 어획량을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 일본, 참다랑어 자원회복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 c)

d)

- 일본에서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 재료로 인기가 높으며, 현재 참다랑어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어획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 일본은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에서 참다랑어 어획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관리를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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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량을 늘리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 자원관리의 상식이나, 이번 회의에
서는 목표 달성 가능성에 따라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자원관리를 위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한층 더 높은 자원량을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
문에 참다랑어 자원회복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일본, 자원보호와 동시에 어업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e)
- 일본 참다랑어 어획 쿼터는 대형의 경우 4,882톤, 소형은 4,007톤이다. 그러나 2016년 7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소형 참다랑어 어획량은 4,341톤으로 어획 쿼터를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다랑어 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 이에 일본 수산청은 2017년 8월 8일 참다랑어 자원관리에 관한 회의를 열어 자원보호를 위
해 이번 시즌(2017년 7월~2018년 6월) 소형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 그러나 일본 근해는 태평양 참다랑어 어장으로, 전갱이와 고등어를 어획하기 위한 정치망에서
참다랑어가 혼획되어 쿼터를 줄이기 힘들며, 오히려 참다랑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산물의
어획이 감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업관계자는 말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므로, 일본은 어업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수진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tnlv626@kmi.re.kr/051-79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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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크기, 수온 상승으로 현재 수준보다 작아질 가능성 높아
■ 어류 크기,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현재보다 20~30%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 b)
-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어류의 크기가 현재 수준에서 20~30%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원인은 기후 변화로 수온 상승이 지속되어 어류에게 공
급되는 산소가 지금보다 현저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어류는 온도에 따라 체온이 바뀌는 변온동물이다. 해수 온도 상승 시, 어류의 신진대사가 활
발해지며,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물
안의 용존산소는 감소한다.
- 즉, 해수 온도가 상승할 시 어류의 몸집이 클 경우 생체 기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양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결국 생존을 위해 스스로 크기를 작게 만들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1. 기후변화가 어류의 호흡 및 크기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oceans.ubc.ca/2017/08/21/warmer-waters-from-climate-change-will-leave-fish-shrinking-gaspingfor-air/(2017.9.8.검색)

■ 특히 참치와 같은 어종의 크기가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 c)
-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 크기가 큰 어류의 개
체수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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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중해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을 살펴보면, 결국 해수 온도 상승이 어류 크기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중해 74개 어종 중 일부 어종은 높은 수온으로 인해 몸집이 작아졌다.
특히 활동성이 높아 산소 소비량이 많은 어종이 수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 이를 미루어 본다면,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산소를 소비하는 참치의 소
형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해수 온도가 상승 중인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한다. c)
- 수온 상승으로 어류의 크기가 작아진 다는 것은 곧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줄어
들게 됨을 의미한다. 어체가 작아지면 품을 수 있는 알의 양도 감소하므로 어자원 양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다. 즉, 어자원 수의 감소로 어획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 또한 해수 온도 상승은 위의 연구처럼 어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냉수성 어종의
자원량을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파괴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1968년~2015년
사이 1.11℃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 표층 수온 상승폭의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d)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어류의 크기 소형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기후변화에 선제
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적응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강경희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hkang@kmi.re.kr/051-7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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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을 탈출한 수천 마리 연어, 생태계 교란 우려
■ 미국 워싱턴 주 소재의 연어 가두리 양식장이 파손되면서 연어가 바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a) b)
- 지난 8월 23일, 미국 워싱턴 주 해안에서 캐나다 어류 양식업체 쿡(Cooke Aquaculture)이
소유하고 있는 연어 양식장에서 개기일식으로 인해 조류와 파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면서 그
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수천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가두리 밖으로 탈출했다.
- 쿡은 파손된 가두리를 임시로 수리하고, 현재까지 가두리 안에 남아있는 약 12만 마리의 연
어를 안전한 가두리로 옮겼다.

■ 바다로 탈출한 연어,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c) d)
- 전문가들은 가두리 양식장을 빠져나간 연어들이 토종 어류를 잡아먹거나, 토착 연어 종들과
교배하는 등의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일례로 2016년 중국 양쯔강 홍수 때, 외래종 철갑상어가 가두리를 탈출해 야생의 철갑상어
와 섞이면서, 멸종위기종인 중국 철갑상어가 사라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1)

그림1. 파손된 연어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꾼들이 잡아들인 연어

출처 : http://komonews.com/news/ , http://www.dailyastorian.com/

- 미국 워싱턴 주는 낚시꾼을 고용하여 연어를 포획하고 탈출한 연어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연어 유출 사건을 면밀히 감시하고 미국 워싱턴 주에
서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2/0200000000AKR2016092210430008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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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양식 계획을 대상으로 환경 평가가 이루어져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상 양식장
에서 육상 양식장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 우리나라도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여름철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가두리 시설 파괴 등이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가두리 시설에서 탈출한 어류가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생태계 교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래된 가두리 시설을 내파성 재질로 된 가두리 시설로
교체하거나, 야생으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우솔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연구원
(kws1324@kmi.re.kr/051-79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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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주요국, 양식 발전으로 증가하는 수요 대응 모색
■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
- FAO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OECD 회원국은 24.7kg, 선진국
22.7kg, 개도국 19.6kg, 최빈국 13.2kg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2013~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수산물 주요 소비국 중 1위로 나타났다.
- FAO는 수산물 수요 증가, 국가 간 교역량 확대 등으로 2025년까지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2014년 3,915만 톤보다 18.4% 증가한 4,6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요국의 양식 개발 키워드는 해외기지, 육상 집약식, 적지 개발이다. b) c) d) e)
- 중국은 다양한 어류 양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9년 약 1,000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 수산물의 가공제품뿐만 아니라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양식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중국은 자국 이외에 해외 양식기지 개척도 활발히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국
티안 루이 그룹의 자회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대규모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
체는 2년 동안 3천여 개의 수조로 구성된 양식장을 건립하고, 생산된 양식 수산물을 항공편
을 통해 중국 본토로 수송할 계획을 마련했다.
- 한편 양식연어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룬 노르웨이의 연구기관 노르피마(Norfima)는 육상 기반
양식 시스템이 향후 양식 산업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육상 기반 기
술이 해상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수송비용 절감 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양식
산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2030년까지 양식 생산량을 연간 70만 톤까지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양식 환경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 어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수산물 생산량 비중도 전 세계의 3%에 불과하다.
- 러시아 남부 지방 및 중앙 지방은 양식에 적절한 저수지가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또한 풍부하여 양식 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수산청은 양식 어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한 대응, 자국 양식어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다.
- 최근 세계 수산물 생산은 높은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중심의 생산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로 FAO는 2030년 양식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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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 국은 수산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생산 기술 향상 등 양식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자국 수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자국 내 수산물
수요 충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양이석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yys1860@kmi.re.kr/051-79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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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소매(新零售)’ 시대, 신선식품 유통채널 개편 가속

■ 중국, ‘온라인 + 오프라인 + 물류’ 세 분야를 융합한 ‘신소매’가 떴다. c) d)
- ‘신소매’는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회장이 지난해 언급하면서 주목 받은 개념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 물류’의 세 분야를 융합한 전자상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유통의 모델로 평가
되고 있다.
- 여기서 ‘온라인’은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오프라인’은 소매점포 및 제조업체, ‘물류’는 강
력한 물류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소매’의 핵심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회원, 지불, 재고,
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그림1. 중국의 신소매 개념

출처: ‘신소매(新零售)’시대의 중국, KIEP 북경사무소 (2017. 8. 23. 검색)

■ 차세대 무인 편의점, ‘신소매’ 시대에 열풍을 일으켰다. b) f)
- 신소매가 중국 유통계의 개편을 예고하는 가운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신소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대표적인 ‘신소매’ 시도는
차세대 무인 편의점으로, 지난 7월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 杭州市)에서 알리바바의 첫 번째
매장이 개업했다.
- 차세대 무인 편의점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신소매’의 대표적 형태로 판매 직원
없이 구매ㆍ결재가 진행된다. 소비자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플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을 하면 입장용 바코드가 생성된다. 매장 앞 스캐너에 바코드를 대고 매장에 진입하면, 이와
동시에 안면인식 기술로 입장한 소비자들의 얼굴과 알리바바 계정을 동기화한다. 소비자가 물
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들어가면 출구 기계가 자동으로 상품을 스캔하고 알리바바 계정을 통
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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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편의점이 오픈하는 당일에 소비자가 줄서서 체험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 ‘허마셴성(盒马鲜生)’은 신선식품 유통 분야의 대표적인 ‘신소매’ 형태로 거론된다. a) b)
- 신선식품 유통분야에서 ‘허마셴성’이 중국 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전통 체인점 및 신선
식품 온라인 마켓과 달리 ‘허마셴성’은 ‘신선식품 슈퍼 + 요식업 + 온라인마켓 + 물류 배송’
의 다업태 복합체 시스템이다.
- 무인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허마셴성’ 어플을 통해서만 입장, 알리바바 계정을 통해
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고르고 구입한 후에 집에서 요리를
할 수도 하고, 바로 매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조리해 섭취할 수도 있다. 특히 ‘허마셴성’의
차별화된 특징은 30분 안에 매장 근처 3㎞ 범위 내 배달이 가능한 빠른 배송 서비스에 있다.
- 현재 ‘허마셴성’은 중국 ‘신소매’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알리바바가 2017년 내
중국의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2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 ‘신소매’가 신선식품 구매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f)
- 최근 ‘신소매’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쇼핑몰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
마트를 포함한 기존 유통채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신선식품 프랜차
이즈 매장 사업에 박차 가하고 있다.
- ‘신소매’의 비전이 밝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신소매’는 1선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
다. 하지만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물류시스템과 모바일 결재 등이 뒷받침이 되므로 향후
‘신소매’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유통채널로 평가되고 있다.
- 이에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구매의 새로운 경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신소매’ 업계의 향후 동태에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황산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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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 중국 양식 가재관련 산업에
어려움 줘
■ 판매 막바지에 해당하는 8월 중국 양식 가재(crayfish) 가격은 판매 초기보다 약 70%
상승했다. a)
- 중국 가재 가격은 7~8월 최근 두 달 사이 이전보다 두 배가량 상승했으며, 판매 초에 비하면
약 70%나 상승했다.
-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양식 가재가 주로 생산되는
장쑤성(江蘇省), 후난성(湖南省), 장시성(江西省) 등지에 올해 홍수가 덮쳐 가재 생산이 원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중국의 양식 가재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 최근 가재 가격 폭등은 중국 내에서 가재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부 가재요리 전문점은 식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일부는 가재 이외의 수산물 요리로 메뉴를 변경했다.

■ 중국의 양식 가재 생산을 비롯한 관련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b)
- 올해는 생산 부진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시장 상황이 다소 좋지 못했으나, 작년 기준으
로 중국의 양식 가재 생산량은 2007년의 약 세 배인 85만 톤에 이르러 지난 10년 동안 급
격한 성장을 보였다.
- 이처럼 중국 내 가재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선 수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
들의 수요가 컸던 데다, 내수 소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
었기 때문이다.
- 최근 들어 양식 가재는 사상 최고의 무역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중국 자국 뿐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산 양식 가재는 EU국가들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스
낵코너에서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다.c)

■ 그러나 이번 가재 가격 폭등을 계기로 중국 내 양식 가재의 유통구조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가격이 폭등하면 이에 따른 판매수익 증가분이 어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 양
식 가재 산업 구조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15~2016년 중국의 양식 가재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아직도 양식 어민의 40%가량은 손실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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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가격은 크기, 품질 및 등급에 따라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양식 가재 거
래의 경우 아직까지 가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직적 통합업체들의 가격압착(price
squeeze)*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 양식어민들도 음식점이나 소비자들과 직거래 구조를 확립하고 싶지만, 생산 및 운송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인근 거래상에게 싼 가격에 가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 가격압착(price squeeze)이란, 소매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독점보유
하고 있는 사업자가 도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매시장의 경쟁사업자들에게 원재료를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소매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을 부과함으로
써 소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함(이석준ㆍ최인선, “수직적 통합기업의 가격
압착행위에 관한 미국과 EU 판결의 비교.분석”, 경쟁저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10쪽)

■ 양식 가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 안정성과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전
제되어야 한다.
- 중국의 양식 가재 산업은 생산과 수출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올해 갑작스럽
게 발생한 홍수의 영향으로 양식업 및 관련 외식산업까지 연쇄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과정
에서 유통체계의 문제점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하나의 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이 전제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 단계별로 합당한 수익이 배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atom@kmi.re.kr/051-797-450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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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www.seafoodnews.com/Story/1072903/High-Prices-on-Crayfish-in-ChinasDomestic-Market-Has-Some-Traders-Concerned (2017. 9. 8. 검색)
b) https://www.ft.com/content/4445afba-66e9-11e7-8526-7b38dcaef614
(2017. 9. 8. 검색)
c)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ese-crayfish-shrimp-expor
ts-jump-in-2017(2017. 9. 11. 검색)

일본 수산물 소비 키워드는 건강, 가격, 조리 편의성
■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a)
1)

- 일본 수산청(水産庁)의 「물고기 나라의 행복(魚の国のしあわせ)」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식용어패류(食用魚介類)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1년 40.2kg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에 기준으로 38.8% 감소한 24.6kg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소비량도 2000년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6년 기준 1인당 소비량이
77.8kg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육류 소비량은 1989년 1인당 소비량이 25.8kg에서 2011년에는 식용어패류 소비량을 앞
서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은 31.6kg로 식용 어패류와 7kg 가량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은 감소 원인은 고령화의 진행과 다이어트 지향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1. 식용어패류, 육류, 단백질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1989~2016년)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수급표」 (2017. 8. 22 검색)

■ 소비자의 구매 의욕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b) c)
- 신선한 해산물의 가구당 연간 지출 금액 및 구입량을 살펴보면 지출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
데 구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2년 8월부터 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풍부한 수산 자원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친숙함을 증대시키고자 일본 수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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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선 해산물 가구당 연간 지출 추이가 2012년부터 2016년
연평균 0.6% 상승한 반면 구입량은 연평균 2.6% 감소하고 있다.
- 다시 말해, 지출은 동일하나 구입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산물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
- 최근 일본 대표 수산물 도매 시장인 츠키지(築地)의 수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인기 수산물인
참치가 전년 대비(8월 3주 기준) 22.4%, 고등어 47.6%, 꽁치 26.7% 등 전반적인 수산물
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신선 해산물 가구당 연간 지출 금액 추이(2007~2016년)

출처: 총무성 「가계조사」 (2017. 8. 22. 검색)

■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는 “높은 가격”, “요리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었다. d) e)
- 또한 농림수산성 식료ㆍ농업 및 수산업에 관한 의식ㆍ의향 조사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 중
38.2%가 어린 시절 대비 해산물 소비가 줄었다고 답한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높은 가격
(43.2%), 요리의 어려움(31.5%),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해산물 구입의 어려움(26.5%) 등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증가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9.6%로 해산물을 주로 섭취하는 이유로 건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0.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일본정책금융공고 2016년 상반기 소비자 동향 조사
에 따르면 어패류 섭취량을 늘리고 싶다는 답변이 40.7%로 육류(13.4%)에 비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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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간편식이 남녀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으
며 전체 34.8%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미식 지향 응답이
높았다.

■ 일본 시장 진출, 가격, 조리 편의성, 건강식 선호가 키워드다.
- 수산물 소비가 높은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이 큰 요인으로, 아직도 일본 시장에서의 수산물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써
긍정적인 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최근 어획량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산물 소비 욕구는 높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일본 시장
에 맞는 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수출 요인으로 부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일본 젊은 소비층과 1인 가구의 대표 식품 트렌드인 간편식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간편하고 부담이 없는 수산식품을 개발한다면 일본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기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upo1638@kmi.re.kr/051-797-4905)

참고자료

a)
b)
c)
d)
e)

http://www.jfa.maff.go.jp/j/kikaku/shiawase/shiryou_1.pdf (2017.8.22. 검색)
http://www.jfa.maff.go.jp/j/kikaku/shiawase/shiryou_1.pdf (2017.8.22. 검색)
http://minkabu.jp/stock/1301/news/1358702 (2017.8.24. 검색)
https://www.jfc.go.jp/n/findings/investigate.html#sec03 (2017.8.22. 검색)
http://www.maff.go.jp/j/finding/mind/ (2017.8.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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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소비 늘리기 위한 노력 경주
■ 일본 수산물 공급 및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 b)
- 일본의 2015년 수산물 공급량은 767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614만 톤(80%)이 식용이
었으며, 153만 톤(20%)이 비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용 수산물의 자급률
은 전년도 대비 1%p 감소한 59%였다.
- 일본 수산물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18kg 감소한 25.8kg(추정치)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미만’의 수산물 섭
취량은 ‘40대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가 적은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가구당 수산물 구입가격은 큰 변동은 없었는데, 이는 수산물 구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수산물보다 육류 소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을 손질 및 요리하기가 힘들다’는 간편화 선호 성향이 수
산물 소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급식 사업 등을 통해 섭취 기회를 늘리고 있다. b)
- 최근 젊은층의 수산물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수산물 식습관을 장려
하기 위해 학교급식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수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급식에서 수산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식자재 공급 예산 등 비용
문제 외에도 수산물요리에 일정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식단이 정
해진 상황에서 대량의 재료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수산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렴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 수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업자 및 가공유통
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을 이용한 급
식용 식단의 개발 및 어업인의 출장 수업을 실시하는 등 어식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제3차 식(食)교육 추진 기본 계획’에서는 학교 급식에 지방 수산물의 사용 목표치가 30%
이상으로 결정되는 등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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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청소년 어식 보급 활동

출처: www.jfa.maff.go.jp/j/kikaku/wpaper/H28/attach/pdf/index-13.pdf (2017. 8. 30. 검색)

■ 민관협력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물고기 나라의 행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c) d)
- ‘물고기 나라의 행복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시작된 어식 보급 위한 프로젝트로 어업인 단체, 유
통 업체, 식품 제조업체, 교육 관계자, 수산청 등 수산물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어식 보급을 목표로 수산물 판매 촉진, 외식 메뉴 개발, 수산물 이벤트 등 수
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기업 및 단체를 등록하고 공표할 뿐만 아니라 위한 개별
활동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수산물은 조리 및 요리가 어렵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FAST FISH’라는 캠페
인을 통해 간단한 수산물 조리방법들을 인터넷 사이트 및 수산청 Facebook을 활용하여 소
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어업인이 계절마다 제철 수산물을 ‘PRIDE FISH’로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나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박람회 및 경
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박민지 수산업관측센터 수급정책기획팀 연구원
(ming4214@kmi.re.kr/051-797-4516)

참고자료

a)
b)
c)
d)

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2114(2017. 8. 30.검색)
www.jfa.maff.go.jp/j/kikaku/wpaper/H28/attach/pdf/index-13.pdf (2017. 9. 1. 검색)
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2037(2017. 9. 1.검색)
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56495(2017. 9. 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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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다랑어, 종묘에서 성어까지 첨단양식 실현

■ 일본 참다랑어 부화에서 치어까지 생존률 1%대 진입했다. a)
- 1990년대 중반까지 참다랑어 수정란 부화에서 치어(300mm)까지 생존율은 거의 0%1)에 가
까웠으나, 최근 인공종묘 개발에 성공하면서 생존율을 1%대까지 높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일본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참다랑어의 안정 공급에 도움이 되고, 참
다랑어 종자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량, 전체의 50%까지 늘었다.
- 일본의 참다랑어 완전양식 성공의 절반은 인공종묘의 안정 공급이라 할 수 있다. 1995
~1996년산 인공종묘에서 성장한 참다랑어 친어에서 채란, 종묘 성공까지 약 7년 간 소요되
었다. b)
- 2016년 참다랑어 종묘생산량은 103만 마리(자연산+인공종묘)로 이 중 인공종묘 비중은 전체의
47.8%에 육박한다. 이처럼 인공종묘 생산의 성공은 참다랑어의 자원량 감소와 함께 자연산
종묘확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종묘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림1. 연도별 양식용 참다랑어 치어 입식량 및 양식산 참다랑어 생산량 추이

출처: http://www.jfa.maff.go.jp/j/press/saibai/170331.html을 바탕으로 재작성 (2017. 9. 8 검색)

1) 1994~1995년의 경우 참다랑어 치어 부화(육상수조)에서 해상가두리(30cm)까지 생존율은 0.00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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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 참다랑어 생산량, “음향 커튼” 이용해 산출 가능하다.c)
- 참다랑어의 자원 고갈과 국제사회 규제 강화에 따라 일본에서는 부족한 참다랑어 자원량 확
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참다랑어 생산량을 가능한 한 정확히 측정하기 위
해 멀티송수신파 “음향 커튼”을 이용한 생산량 산출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 동 방법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방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향 커튼」은 수조 내 날개 형태의 송수신기(빔
폭 5℃) 15개를 배치한 후 초음파를 발사해 다면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
적이다.
- 현재 측정 결과, 실제 참다랑어 생산량과 1~2마리 오차만을 보였으며, 내년 4월부터는 참다
랑어 양식장에 실용화될 계획이다.

그림2. 멀티송수신기 소나를 이용한 음향커튼 모식도

출처: http://www.suikei.co.jp(2017. 7. 17. 검색)

■ 일본 참다랑어 양식업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다.d)
- 최근 기후 변화와 고수온 등으로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점에 착안
하여 일본 대기업인 소우치즈(双日)에서는 참다랑어 양식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시도
했다.
- 참다랑어 양식업에 AI 기술 도입 목적은 기후‧수온 변화에 따라 급이량 등을 조절함으로써 생
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NTT 도코모 기술을 통해 양식장 수질과 급이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 급이량을 최적화하고 있다.

| 99

그림3. 양식산 참다랑어에 도코모(NTT)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실험 사진

출처:http://www.asahi.com/articles/ASK8856JHK88UTFK00S.html(2017. 8. 8. 검색)

■ 일본 참다랑어 첨단양식 도전, 국내 글로벌 양식산업 성장에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이 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양식 수산물 생산이 정체되거나,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중요한 식량인 참다랑어의 자원량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양식
업계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년 간에 걸친 참다랑어 인공종묘 성공과 최
근 생산량 측정 및 AI 기술 도입까지 다양한 시도는 안정적인 참다랑어 공급 기반을 구축하
는데 일조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한 양식산업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화된 스마트양식에
대한 기대와 각계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첨단양식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집중과 선택적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백은영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팀장
(eybaek@kmi.re.kr/051-797-45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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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의 양식산 참다랑어 종묘생산 현황과 시사점 (KMI 해외수산정보 vol16, 2015.7.24.)
b) 일본 월간 양식비지니스(2017.01), “완전양식과 육종”(pp.3~7)
c) http://www.suikei.co.jp(2017. 7. 17 검색)
d) http://www.asahi.com/articles/ASK8856JHK88UTFK00S.html(2017. 08. 08 검색)

미국의 수입수산물 이력제 본격 도입이 주는 의미
■ 2017년 8월 미 연방법원에서는 수산업계가 제기한 수산물 이력제 관련 법적 소송을
기각했다. a) b)
-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수산물 소비량 중 90%가 수입산이다.
- 그러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20~32%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에 의한 수산물로 추정되며,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은 미국의 높은 수산물 수요가 IUU 어업을 유발한다고 내다봤다.
- 이에 미 천연자원보호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IUU 어업의 근절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과
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을 주장했고, 미 수산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6년 12월에 수산물이력제가 발효되었다.
- 수산물 이력제의 도입 목적은 수산물 수입업체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IUU 어업 및 부적절한 수산물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수산업계에서는 수산물 이력제 도입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미 연방법원에서는 소송을 기각했다.

■ 미 연방법원은 IUU 어업의 근절과 수산물의 부적절한 거래 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산
물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
- 미 연방법원의 수산물이력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된다.
- 첫째, IUU 어업과 투명하지 않은 수산물의 유통과정 등이 미국에 경제적ㆍ환경적으로 악영향
을 끼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둘째,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부적절한 수산물 거래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때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했다.

■ 미국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도입은 수산물 수요 규제를 통해 IUU 어업을 근
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a) b)
- 미국은 IUU 어업의 근절과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
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따라서 미국의 수산물 수입업체는 앞으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관련 정보(어획 및 양식
정보, 수입 품종, 수입량 등)를 미 수산청과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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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은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합법적
으로 조업하는 미국 및 전세계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황규환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ghhwang@kmi.re.kr / 051-797-455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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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s://www.nrdc.org/experts/molly-masterton/nrdc-defends-seafood-traceabilitycourt (2017. 9. 12. 검색)
b) https://www.nrdc.org/experts/molly-masterton/court-upholds-seafood-traceabilityrule (2017. 9. 12. 검색)

미국, 반탈각(half shall) 굴 양식어가 육성사업 시행
■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굴 생산 증대를 위해 반탈각 굴 양식어가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 b) c) d)
- 미국 미시시피주의 해양자원부(The Mississippi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에서
는 Deer Island의 남쪽 지역에 85에이커(약 10만 평) 규모의 굴 양식어장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 양식을 위한 어민을 모집하고 있다.
- 디어 섬(Deer Island)에 신규로 조성되는 굴 양식어장은 반탈각 굴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이다. 이는 최근 미국 내 반탈각 굴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 디어 섬에 조성되는 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시시피주 해양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
육 프로그램을 2년간 이수해야한다. 미시시피주 해양자원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미시시피주 외에도 알라바마주, 루이지애나주 등에서 생태계 복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굴 양식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1. 디어 섬 굴 양식어장 신규 조성사업과 미시시피주산 굴

출처 : http://wgno.com/2017/06/01/once-you-shuck-em-dont-just-chuck-em-local-restaurants-help-recycle-tons-of-oyster-shells/
(2017.09.07. 검색)

■ 미국의 반탈각 굴 시장 확대, 국내 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굴 산업은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해 국내외 수요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업계
에서는 수요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반탈각 굴
시장 확대는 국내 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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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우리나라 굴 수출의 20~30%를 차지는 주수출대상국으로써 통조림, 가공품 등의 제
품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반탈각 굴 수출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비해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반탈각 굴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철저히 관리된다면, 확대되고 있는
미국 반탈각 굴 시장에 국내 굴 업계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내 반탈각 굴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미국의 반탈각 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국내 굴 업계가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
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식품위생안전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국 내 한국산 굴에 대한 홍보활동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굴 업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함께 반탈각 굴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반탈각 굴의 보관, 유통 중에 발생한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굴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확대되고 있는 미국 내 반탈각 굴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입과 신규시장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영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karry7102@kmi.re.kr/051-79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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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ttp://www.wlox.com/story/36303173/dmr-looking-to-recruit-oyster-farmers
(2017.9.7. 검색)
b)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mississippi/articles/2017-07-28/missi
ssippi-oyster-restoration-project-to-continue(2017.9.8. 검색)
c) http://www.sunherald.com/news/local/counties/harrison-county/article156374299.ht
ml(2017.9.8. 검색)
d) http://www.baltimoresun.com/news/maryland/environment/bs-md-reef-balls-2017
0621-story.html(2017.9.8. 검색)

서아프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불법어업
■ 시에라리온의 영세 어부들은 대형 트롤어선들과의 어업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a) b)
- 조지 프란시스(George Francis, 63세)는 시에라리온의 구릉지인 프리타운(Freetown)의 어
촌 루믈리 워프(Lumley Wharf)의 어부이다. 그는 시에라리온이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인 6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과거 어업종사로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
은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딸 두 명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졌다.
- 어부 조지는 20년 전 상업적인 목적의 대형 트롤어선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어업을 시작
하면서 그의 비참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대형 트롤어선과의 경쟁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현재 그와 그의 동료 어부들은 하루에 청어와 같은 작은 물고기를 세 마리 정도를 잡거나 심
지어 아무 것도 잡을 수 없는 날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 이러한 대형 트롤어선들은 해안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획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밤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들어와 어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라리온 정부는 이
러한 트롤어선의 불법어업을 방관하고 있다.
- 조지와 동료 어부들은 한때 시에라리온 반부패위원회(ACC-SL)에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 활동을
보고했지만, 그들은 해당 관청에서만 불법어업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을 뿐이다.

■ 유럽연합과의 어업협정은 아프리카국가에 불리하다.
- 시에라리온은 유럽연합과 어업협정(Fishing Partnership Agreement, FPA)에 서명하지 않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1)의 풍요로운 어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어업협정에 서명한 나라로는 세네갈,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및 모리타니가 있다.
- 유럽과의 어업협정은 본질적으로 유럽 선박의 수익을 위해 협정된 파트너 국가(일반적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어업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간단히 말해서, 물고기와 현금을
물물교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거래는 일부 경우에는 파트너 국가에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협정국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은 언제나 발생하게 된다.
-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며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을 추월했다. 단지 일부
국가만이 유럽연합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다. 서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작은 국가들은 협상력

1)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는 1975년에 서아프리카 경제발전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라고스에 본부가 있다. 베넹, 카보베르
데, 잠비아, 가나, 기나비사우,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리베리아, 말리, 마우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토고, 어퍼볼타 등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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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유럽연합과의 어업협정을 불리하게 체결하기도 한다. 기니만의 섬나라인 상투메프린
시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34척의 참치어선의 어업을 허가하였다.

■ 어업협정을 핑계로 유럽연합은 서아프리카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아프리카보다 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은 이미 고갈된
상태이다. 유럽연합의 어선들은 유럽의 어장에서 지속가능한 어획량의 약 2배 정도의 과잉
설비를 갖추고 있다.
- 2016년 8월 상투메프린시페의 해양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어업을 저지르는 스페인 어선
(알레마 프리메로호)을 체포하였다. 조사결과 스페인 어선은 불법적으로 어획한 87톤의 상어
를 가공하여 냉동하였다고 나타났다. 이 알레마 프리메로호에서 발견된 상어고기 87톤 이외
에도 상어지느러미 3톤 이상이 발견되었다. 2003년 이래로 유럽연합에 신고된 선박은 규정
에 따라 상어지느러미를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 그러나 스페인 어선의 조업이 불법으로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 어선은 그 후 아
프리카 해역으로 다시 돌아와 조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알레마 프리메호가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저지른 불법어업에 대해 단지 벌금으로 처벌했을 뿐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불법어업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사소한 침해로 간주한 것이다.
- 피터 하마스테트(Peter Hammarstedt)는 어류에 대한 학대는 다른 동물학대 범죄와 달리
단지 행정적인 위반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림1. 알레마 프리메호가 불법 어획한 상어

출처: http://maritime-executive.com/article/spanish-long-liner-detained-over-shark-fishing(2017. 9. 13. 검색)

■ 아프리카의 어업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 세계 공동체(Global Community)는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해 어류의 중요성을 재인
지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유엔회의에서 가봉의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대통령은 가봉 수역의 26%를 차지하는 20개의 해양보호구역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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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캐나다 핼리팩스에 소재한 댈하우지대학교(Dalhousie University)의 생물학과 교수인
아론 맥네일(Aaron MacNeil)은 전 세계에서 불법어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도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과 같은 국제협약은 환영받을 만한 발전이지만, 서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스스로
수역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수년 동안 해양환경론자들은 서아프리카의 어업자원에 대한 공동의 관리를 촉구해왔다. 한 가
지 가능한 방법으로 모로코, 모리타니아 및 세네갈이 함께 중요한 어류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에 대해 해당 3국은 허용 가
능한 어획량을 줄이면 어획허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
지 않고 있다.
이윤숙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yoonsukl@kmi.re.kr/051-79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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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양식기업 마린 하베스트사의 경영 전략,
“지속가능성”
■ 마린 하베스트사(Marine Harvest, 이하 MH)의 20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억 2천만
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
- MH사의 CEO 알프 헬기 알사그(Alf-Helge Aarskog)는 사상 최고의 연어 가격에 힘입어
역대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 2017년 1분기 총 생산량은 83,768톤, 생산금액은 8억 9,2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억 2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3%가 증가했다.

■ MH사가 세계 최대 수산기업으로 발돋움한 이유는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이다. b) c)
- MH사의 경영 전략은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동기들이 영향을 미쳤다.
- 첫째, 양식업의 다양한 위험요인(자연재해, 어장환경 악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는
정부 차원에서의 엄격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어장 환경 관리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MH사
의 재무이사인 헤이베르그(Heiberg H)는 연어바닷이(Sea lice)1)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며, 성장도 느려져 결론적으로 양식 비용이
증가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칠레에서 나타났었다고 전했다.
- 둘째, 세계적으로 수요자(유통업체, 소비자 등)들이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MH사는 2020년까지 자사 양식장에 ASC 인증2)을 100%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 셋째, 친환경 양식수산물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양식 연어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서 약간의 공급량 변동에도 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2007~2008
년 세계 연어 생산량이 늘어나자 가격이 급락했고, 2009~2010년 생산량이 줄어들자 가격이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이 MH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MH사는
친환경적인 양식 도입이 시장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물이과(Caligidae)에 속하며 copepoda의 일종으로 어류 등에 기생하는 종 전체를 말한다.
2) ASC 인증 :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란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에서 2010년에 생물 다양성 보존, 수질 보호, 과밀 양식 방지 등 지속가능한 양식을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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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사는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2,717명의 직원을 두고, 연매출 약 36억
유로(한화 약 4조 8천억 원)의 세계 최대 수산기업으로 성장했다. c)

그림1. 마린 하베스트사의 발자취

출처: http://marineharvest.com/about/history/ (2017. 8.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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