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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심층연구인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의 틀에 따라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통제의 강화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International MCS 
Network), 퓨 자선기금(The Pew Charitable Trusts) 및 Trygg Mat Tracking은 위성 기술, 머신 러닝, 
공개된 어업 허가 내역, 현장에서의 운영 지원 경험 등을 결합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규제, 통제 및 모니터링되는 해상 전재 활동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모범 사례와 함께 복제 및 강화의 기회도 제시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s://www.fao.org/3/cb2339en/CB233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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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해상 전재의 규제, 모니터링, 통제에 대한 자율 지침은 강력하고, 미래에도 
유효하며, 운영상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례는 국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해상 전재 활동 관련 감시·통제·
감독(MCS)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얻은 각 기관의 경험에 더하여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운반선 포털(Carrier Vessel Portal)을 사용하여 운반선 활동을 분석한 것입니다. 운반선 
포털에서 액세스하는 정보는 선반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를 비교하여 잠재적 “인카운터(encounters)” 
및 “로이터링(loitering)” 사건을 도출하고 외견상 해상 전재로 보여질 수 있는 사건을 보여줍니다1.

본 보고서의 공저자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심층 연구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의 주요 고려 사항은 자율 지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상 전재와 관련된 기존의 지역적인 조치는 상세하게 검토되었고, 자율 지침에서 고려되고 
강화되었습니다.

• 조치의 포괄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기존 기술 및 도구의 사용, 보고된 해상 전재 정보의 검증은 자율 
지침에서 지지되고, 권고되었습니다. 

• 각 승인된 사건의 공간적, 시간적 세부 사항을 포함한 선박의 신원, 어업 허가, 추적 데이터 및 해상 전재 
활동 관련 정보의 시의적절한 공개가 자율 지침에서 권고됩니다.

중요 사항 요약

1 두 선박이 해안 정박지로부터 적어도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500미터 이내 거리에 있을 때 AIS 데이터를 ‘인카운터’로 식별합니다. ‘
로이터링’은 한 척의 운반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조우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지만 AIS 데이터에서 두 번째 선박이 보이지 않을 때 식별됩니다. 
로이터링 또한 AIS 데이터를 이용, 선박 속도, 저속으로 이동한 시간 및 해안에서의 거리를 통해 추정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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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어획물 옮겨 싣기를 뜻하는 해상 전재는 대다수의 상업적 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척의 어선이 참치, 고등어, 오징어, 게, 작은 원양 어류를 포함한 신선한 어획물을 보통 “운반선” 
또는 “냉장선”이라고 불리는 냉장 화물선에 옮겨 실은 다음 처리를 위해 항구로 운반합니다. 이를 통해 
어부들은 항구로 돌아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어획물의 신선도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어획물을 옮기는 것은 무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주 
바다나 항구 지역에서 일어나며 당국의 시야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 어업 감시자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의 한계로 인해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업 
관행 및 어획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조장하고 불법으로 조달된 어류의 시장 유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또한 무기나 
마약 밀거래, 심지어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해양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데이터와 부정확한 어획량 보고는 왜곡된 자원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어업 전반에 걸친 
보존 및 관리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종종 합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과 섞이기 때문에, 이력추적 활동 또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 관리가 없다면 해상 
전재는 합법적인 어업을 보장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남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해상 전재에 대한 강화된 규제, 모니터링 및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2차 FAO 
수산위원회 (COFI)에서 처음 우려가 제기된 후 회원국들은 FAO로 하여금 IUU 어업을 조장할 수도 있는 
해상 전재와 관련된 관리 및 통제 문제에 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업적 어업의 중요한 부분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s://www.globalslaveryindex.org/2018/findings/importing-risk/fishing/
https://www.fao.org/3/i6882e/i6882e.pdf
https://www.fao.org/3/i6882e/i6882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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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33차 세션에서 위원회는 해상 전재에 대한 글로벌 심층 연구를 채택하였고, 해상 전재의 규제, 
모니터링 및 통제에 대한 자율 지침 초안 작성의 진행을 FAO에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FAO 사무국이 
지원하고 기술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는 회원국 주도의 협상 과정에 이어 초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해상 전재 활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든 해상 전재가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해상 전재의 
규제, 모니터링, 통제에 대한 자율 지침 초안의 개발은 기존의 지역적인 메커니즘, 조치 및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g Watch),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International MCS 
Network), 퓨 자선기금(The Pew Charitable Trusts), Trygg Mat Tracking(공저자)는 FAO 회원국에 
데이터, 분석, 정책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상 전재 활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의 기술, 도구, 접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개발될 자발적 지침이 기존 관리 조치를 기반으로 동 부문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s://www.fao.org/3/ca5184en/ca5184en.pdf
http://www.fao.org/3/ne907en/ne90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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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는 해상 전제 규제, 관행,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글로벌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상 전재 관행, 해상 전재 규제의 적용 범위, 해상 전재 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지침 개발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리 요소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논의로 마무리됩니다. 일곱 가지 영역에 대한 표준화되고 일관된 지침을 통해 관련 
당국은 IUU 수산물의 시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역의 법적 체계 준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핵심 고려 사항은 용어 정의, 승인, 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기존 및 신규 기술 사용, 이력 추적성입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폭넓은 지역적 균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방문 
2. FAO 회원국,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비정부기구 및 업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 조사 
3. 참치 및 오징어 어획에 대한 사례 연구 
4. 여러 RFMO와의 양자 간 논의 
5. 해상 전재 및 관련 활동에 관한 종합 문헌 조사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www.fao.org/3/cb2339en/CB233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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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용 증가 해결

새롭게 떠오르는 우려 사항은 전통적인 냉동 화물선 대신 지역 간 어획물을 수송하는 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서인도양의 해상 
전재에 관한 보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항상 적절하게 관리되는 건 아닌지를 잘 보여줍니다. 
IUU 어업 가담자들은 책임의 공백 상황이나 중복된 상황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수송이 정의에 반영되고, 다른 해상 전재 관행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테이너에 직접 해상 전재를 하는 관행을 통합하기 
위해 어떤 정의가 가장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양륙”의 정의는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통제와는 반대로,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처음으로 양륙하는 물품이 항구 통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국에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따르면 “해상 전재”와 “양륙”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국의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감독 및 통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상 전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언제 어획물이 양륙된 것으로 보는지를 포함, 모든 어업 활동 관련 활동이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자율 
지침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승인
업데이트된 운반선 및 어선의 허가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상 전재 활동의 효과적인 통제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해관계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관리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련 어업에서, 해상 전재를 허가 받은 운반선과 어선 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박의 IMO 식별 번호 및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승인 정보는 글로벌 어선등록제도
(Global Record) 뿐만 아니라 모든 적절한 RFMO 선박 허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FMO와 
관련되지 않는 해상 전재의 경우에도 연안국 수역이든 공해상이든 관련 연안국 및 선박 기국은 허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상 전재를 허가받은 모든 선박은 IMO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데이터는 
감시·통제·감독(MCS) 직원이 반드시 감독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 모니터링 또는 보고 데이터는 전담 
전문가가 평가하고 조치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상 전재를 적절히 운영 감독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장에서의 기여 - 주요 고려 사항

https://stopillegalfishing.com/news-articles/new-report-moving-tuna-transhipment-in-the-western-indian-ocean/
https://www.fao.org/global-record/information-system/en/
https://www.fao.org/global-record/information-system/en/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fact-sheets/2017/05/the-imo-number-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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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MO 승인

최신 해상 전재 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협약 
수역의 크기나 어업 활동 규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모든 5개 참치 RFMO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운반선에 의한 잠재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활동 사례가 가장 적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율 지침 개발 시 고려해야만 하는 기존 RFMO 조치의 모범 
사례입니다. 

역으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지역 선박 등록부는 사용되지 않거나 수몰된 선망 
어선을 제외하고, 과거 허가 정보는 포함하지 않거나 현재 승인된 선박과 이전에 승인된 
선박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국으로부터 해상 전재를 허가받은 모든 어선과 
운반선의 목록은 과거 목록과 허가 일자를 포함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국 및 어업 허가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어선과 지원 선박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어선을 ‘작은 냉장선’으로 개조하는 것을 포함해 어선에서 어선으로의 어획물 전재가 최근 중대하고 새로운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WCPFC_2018.pdf
https://www.iattc.org/VesselRegister/VesselList.aspx?List=InSunkPS&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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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해상 전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때 선박 추적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며, 해상 전재 활동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 수역 내의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최근 분석에서는 잠재적인 해상 전재 활동 관련 선박 추적 데이터를 옵서버 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모든 해상 전재 여정과 매칭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ICCAT의 운반선에 대한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ROP)을 통해 제공된 상세한 옵서버 보고서가 없었다면, 이 검증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합법적인 
해상 전재가 검증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의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 있는 당국의 경우, 이는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자원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오직 ICCAT가 모든 5대 주요 참치 RFMO 중 가장 상세하고 투명한 운반선 RO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율 지침은 ICCAT 운반선 ROP의 긍정적인 속성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고 확장하여 
데이터를 포괄적이고, 일관적이며,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보/허가, 신고, 옵서버 보고, 양륙 보고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감시·통제·감독(MCS) 자산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RFMO 조치는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협약 수역 내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최근 분석은 IOTC 운반선 ROP를 통해 제공된 제한된 보고 정보를 이용해 해상 전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IOTC 관리대상이 아닌 종을 관리하는 다른 
RFMO와 중복되는 수역에서 높은 수준의 운반선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IOTC는 다양한 종의 해상 전재에 
대한 최신의 상세 정보나 비대상 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 전재 활동과 관련된 
IUU 어업에 대한 위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종에 대해 해상 전재 별로 정기적이고 상세한 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일관되고 글로벌한 지침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반선과 어선 간 모든 해상 전재가 어획물 전재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모든 보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OTC 협약 수역 내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최근 분석 이후, 일본 수산청은 승선한 옵서버가 없는 어선을 만난 운반선이 “미끼 
또는 소포의 환적, 연료 공급”과 같은 어획물 전재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보고 요구사항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많은 RFMO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선박, 선박 기국 및 옵서버로부터 보고된 모든 해상 전재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ICCAT_2018.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IOTC_2018.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IOTC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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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많은 RFMO는 협약 수역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종과 관련하여 회원국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해 폭넓은 모니터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OTC 협약 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 전재 
활동에 관한 최근 분석은, 특히 다른 RFMO와 중복되는 수역에서, 비회원국 운반선에 의한 높은 수준의 
활동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 해상 전재의 많은 부분이 비회원국 운반선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비회원국 운반선이 방문한 일부 항구는 관련 IOTC 조치 또는 항만국 조치에 대한 FAO 협정과 
같은 정책에서 지정된 통관항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운반선 활동은 IOTC 비관리종을 관리하는 
다른 RFMO와 중복된 지역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항구 간(port to port) 추적 데이터는 모니터링에 
필수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할권이나 특정 RFMO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MCS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 RFMO 비관리종의 해상 전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글로벌피싱워치가 IOTC 협약 수역 및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중첩 수역에서 초청 옵서버를 포함하여 회원국별로 감지한 잠재적 해상 전재.  
다수의 해양 전재가 두 수역에서 비회원국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빨간색).

회원 분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IOCT CCSBT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초청 옵서버 비회원국

출처
2008 지구관측그룹(GEO) 네트워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9 플랑드르 해양연구소
CRS-EPSG:9821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IOTC_2018.pdf
https://www.iotc.org/compliance/port-state-measures#:~:text=In%202010%2C%20aware%20of%20the,Resolution%2010%2F11%20on%20PSMR%2C
https://www.fao.org/fishery/port-state-measures/psmaapp/?locale=en&action=qry
https://www.iotc.org/about-iotc/observers-iotc-meetings
https://www.iotc.org/about-iotc/structure-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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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그란드

월비스 베이

CCSBT 주요 관심 영역
CCSBT 통계 영역
EEZ 경계선

항만국
방문횟수

케이프타운

포트루이스

싱가포르

가오슝

부산비회원
회원

그림 2. CCSBT 협약 수역 내 잠재적 해상 전재 후 운반선이 방문한 항구. 복수의 항구 방문이 CCSBT 협약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 운반선에 의해 일어났다(빨간색). 

운송선별 항구 방문 횟수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국가 및 지역 당국 간 해상 전재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식 절차는 허가된 활동과 합법적 어획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제적인 어업 관리의 특성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과 운반선의 기국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조업은 RFMO 관할 수역 또는 다른 
RFMO와 중복되는 수역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와 정보는 두 선박 기국과 함께 
모든 관련된 RFMO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RFMO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공식적으로 확립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정이 너무 지연되어 위험한 해상 전재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연안 국가가 공통의 어족 자원과 여러 수역을 넘나들며 조업하는 어선단, 이로 인한 해상 전재 
위험을 공유하고, RFMO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에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 해상 전재 위험과 
함께 상당한 중복 어업이 있는 기니만(Gulf of Guinea)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는 2018년 연구에서 
상당한 수의 연승 어업이 식별된 CCSBT 및 IOTC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인도양 남부 지역에서 
함께 어업을 한 직후 해상 전재를 하였는데, 두 RFMO 중 한 곳에서만 허가를 받았고 양쪽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https://www.ccsbt.org/en/system/files/CC14_14_TMT_SBT_IUURiskAssessment_Re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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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전재 규제와 항만국 조치 협정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항만국들이 이전에 양륙되지 않은 어획물을 싣고 자국 
항구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어업 관련 선박(어선·운반선 포함)에 대해 검사 요건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SMA의 목적은 IUU 어업을 통해 잡힌 어획물이 항구를 
통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PSMA는 항만 당국이 입항하기 전에 선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IUU 어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위해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만국의 조치는 해상 전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데 있어 비용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해상 
전재 허가 및 보고는 항만 당국이 양륙 전에 어획물을 완전히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PSMA의 이행에 국가(주로 항만국. 기국의 지원도 받음)의 책임이 있는 반면, 여러 RFMO
는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보존 관리 조치를 채택했으며 그 중 일부는 
PSMA에 명시된 국제 모범 사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는 관련 RFMO 회원국이 PSMA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표준을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보장합니다. RFMO가 자율 
지침에 따라 해상 전재 조치를 채택하고 맞추는 접근 방식은, 지역과 관계 없이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 당국에 의한 해상 전재의 규제, 모니터링,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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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MO 관할 외 모니터링

어업이 RFMO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 해상 전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책임은 
관련된 선박의 연안국 또는 선박이 속한 기국이 져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규제가 없는 
공해상 어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2017년 처음 새롭지만 성장하는 
어업으로 주목받은 북서 인도양의 오징어 어업입니다. 인도양의 비규제 어업에 대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해당 어업 선박 수는 830% 증가했으며, 전체 어획물이 
해상에서 운반선으로 전재되는 경우도 증가하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선박이 단일 
기국에 속했으며, 모든 어획물은 같은 국가로 수송되어 양륙되었습니다. 어업에 대한 자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징어 어업에 대한 해당 전재 보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종의 구성, 생물학적 특성 및 어획 수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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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서 인도양 오징어 어장에서 AIS를 통해 감지된 고유한 선박 식별 건수,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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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m-tracking.org/post/2017/06/05/new-fish-i-africa-report-squid-capture-in-the-northwest-indian-ocean-unregulated-fishin
https://www.tm-tracking.org/post/unregulated-fishing-in-the-indian-ocean


14 Enhanced Regulation, Monitoring and Control of Global Transshipment Activities

RFMO 관할 외 해상 전재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식 및 지역 협력의 
필요성 해결

RFMO의 중복된 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 전재 활동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CCSBT와 IOT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IATTC-WCPFC 중복 수역 내에서도 상당한 수의 운반선 활동이 
최근 분석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RFMO에는 정보 공유 협정이 있지만 그 범위가 모든 해상 전재 
및 운반선 활동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중복된 수역은 현재 지리적으로 정의된 RFMO에서 설정한 일련의 
조치에 의해 어족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관리하는 어종이 다르고 
각 어업 기관이 설정한 관리 조치도 다르며 기관은 이러한 한도를 벗어나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요 
정보의 공개는 효과적인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합니다.

중서부기니만어업위원회(FCWC)는 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토고 간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FCWC 회원국들은 지역 MCS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서아프리카 테스크 포스(WATF)를 설립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WATF는 해상에서의 어족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주요 지역적 해결 과제로서, 불법 어획의 
주요 촉진자이자 불법 어획된 어류를 국가 공급망에 
유입시킬 수 있는 수단인 해상 전재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어선에서 운반선으로, 어선에서 
어선으로, 어선에서 카누로. 이에 대응하여 FCWC 
회원국은 불법 해상 전재 방지를 위한 공동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략의 핵심 접근 방법에는 관련 연안국, 항만국, 선박 
기국 및 시장 국가 간의 협력 강화, 각 국가 내에서 
FCWC 회원국 간 및 관련 기관(수산, 항만, 해양, 해안 
경비대 및 해군) 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WATF가 구축한 신속한 통신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IATTC_2018.pdf
https://fcwc-fish.org/wpfd_file/fcwc-strategy-to-combat-illegal-transhipment-at-sea-decemb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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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러 RFMO에 걸쳐 중복된 수역 내에서 일어난 잠재적인 해상 전재 이전의 외견상 어업 활동. 

또한, 각 RFMO에서 정의한 해상 전재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하는 단일 정보 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국이 각 조치의 개발을 별도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적 
선박과 외국 선박이 모든 관련 조치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표 1은 여러 RFMO의 관리 조치들을 요약하여 보여주지만 데이터 투명성이나 규정에 있어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인카운터 이전 조업 시간

모든 인카운터 이전 조업 시간

EEZ 경계선



AR - Information is provided in Annual Reports, usually in the following calendar year

NRT - Information is available in near real time and available for fisheries MCS operations (recommended within one week of a transshipmen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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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FMO에서 공개한 해상 전재 정보 비교

2 참조된 모든 해상 전재 보전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

AR - 정보가 이듬해 연간보고서를 통해 제공됩니다.

NRT -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어업 MCS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전재 사건 후 1 주일 이내 권장)

https://www.ccsbt.org/sites/ccsbt.org/files/userfiles/file/docs_english/operational_resolutions/Resolution_Transhipment.pdf
https://www.iattc.org/PDFFiles/Resolutions/IATTC/_English/C-12-07-Active_Amends%20and%20replaces%20C-11-09%20Transhipments.pdf
https://www.iccat.int/Documents/Recs/compendiopdf-e/2016-15-e.pdf
https://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mpliance/cmm/iotc_cmm_1906.pdf
https://www.npfc.int/system/files/2018-08/CMM%202016-03%20ON%20THE%20INTERIM%20TRANSSHIPMENT%20MEASURES%20FOR%20THE%20NORTH%20PACIFIC%20FISHERIES%20COMMISSION.pdf
https://www.sprfmo.int/assets/Fisheries/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s/2018-CMMs/CMM-12-2018-Transhipment-8March2018.pdf
https://www.wcpfc.int/doc/cmm-2009-06/conservation-and-management-measure-regulation-transhipment-0
https://www.ccsbt.org/en/content/ccsbt-record-authorised-vessels
https://www.ccsbt.org/en/content/ccsbt-record-authorised-vessels
https://www.ccsbt.org/en/content/ccsbt-record-authorised-vessels
https://www.fa.gov.tw/upload/437/2018031213365063621.pdf
https://www.iccat.int/en/VesselsRecord.asp
https://www.iotc.org/vessels
https://www.npfc.int/compliance/vessels?vessel_type%5B%5D=130&ircs=&name=&imo=&vsl_mmsi=&sort_by=weight&sort_order=ASC
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
https://www.iattc.org/PDFFiles/VesselDatabase/VesselList/_English/List-of-authorized-carrier-vessels.pdf
https://www.iattc.org/VesselRegister/VesselList.aspx?List=RegVessels&Lang=ENG
https://www.ccsbt.org/en/content/ccsbt-record-authorised-vessels
https://www.ccsbt.org/en/system/files/CC15_09_Operation_of_CCSBT_MCS_Measures_Rev1.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iccat.int/com2020/ENG/PWG_402_ENG_rev.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8/IOTC-2020-CoC17-04a_E_-_Report_on_Transhipments.pdf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wcpfc.int/doc/wcpfc-tcc16-2020-rp03rev1/annual-report-wcpfc-transhipment-reporting-rev-1
https://www.wcpfc.int/doc/wcpfc-tcc16-2020-rp03rev1/annual-report-wcpfc-transhipment-reporting-rev-1
https://www.sprfmo.int/data/trachurus-murphyi-fishery/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8/IOTC-2020-CoC17-04a_E_-_Report_on_Transhipments.pdf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8/IOTC-2020-CoC17-04b_E_-_IOTC_ROP_Contractor.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wcpfc.int/doc/wcpfc-tcc16-2020-rp03rev1/annual-report-wcpfc-transhipment-reporting-rev-1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ccat.int/com2020/ENG/PWG_402_ENG_rev.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ccsbt.org/en/system/files/CC15_09_Operation_of_CCSBT_MCS_Measures_Rev1.pdf
https://www.iccat.int/en/VesselsRecord.asp
https://www.iccat.int/Documents/Comply/transhipmentreports_2019.pdf
https://www.iccat.int/com2020/ENG/PWG_402_ENG_rev.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iotc.org/vessels
https://www.npfc.int/compliance/vessels
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
https://www.iccat.int/en/VesselsRecord.asp
https://www.iotc.org/vessels
https://www.npfc.int/compliance/vessels
https://www.sprfmo.org/web/public/vessel
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
https://www.iccat.int/en/VesselsRecord.asp
https://www.iotc.org/vessels
https://www.npfc.int/compliance/vessels?vessel_type%5B%5D=130&ircs=&name=&imo=&vsl_mmsi=&sort_by=weight&sort_order=ASC
https://www.sprfmo.org/web/public/vessel
https://www.wcpfc.int/record-fishing-vessel-database
https://www.ccsbt.org/en/system/files/CC15_09_Operation_of_CCSBT_MCS_Measures_Rev1.pdf
https://iattc.org/Meetings/Meetings2020/IATTC-95/Docs/_English/IATTC-95-07-CORR-02-Dec-20_Regional%20Observer%20Program%20for%20transshipments%20at%20sea.pdf
https://www.iccat.int/com2020/ENG/PWG_402_ENG_rev.pdf
https://www.wcpfc.int/doc/wcpfc-tcc16-2020-rp03rev1/annual-report-wcpfc-transhipment-reporting-rev-1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8/IOTC-2020-CoC17-04a_E_-_Report_on_Transhipments.pdf
https://www.fa.gov.tw/upload/437/2018031213365063621.pdf
https://www.sprfmo.int/data/trachurus-murphyi-fishery/
https://globalfishingwatch.org/transshipment-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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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전재 및 연안국 수역의 도전과제

연안국 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우, 활동을 
검증하는 당국은 연안국의 규정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연안국 수역 
내에서 발생한 어업 활동과 관련된 해상 전재 활동 관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선박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림 5의 연승 어선은 마다가스카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다가 IOTC 협약 
수역 내 공해 상에서 운반선과 인카운터합니다. 인카운터 후 45일 지나면 이 어선은 항구로 
돌아오고, 운반선은  3일 후에 모리셔스의 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25일이 지나 마침내 
하역항에 도착합니다.

이 인카운터를 통해 IUU 어획물이 해상 전재 될 위험을 해결하려면, 연안국의 어업 활동에 
대한 허가 및 면허, IOTC에서 발행한 허가, 연안국의 해상 전재 허가, 옵서버가 서명한 IOTC 
해상 전재 신고서를 포함한 여러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3개의 항만국과 
2개의 기국이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이러한 문서와 선박 이동 데이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현재 항구 방문 기간 내에 당국은 공개된 IOTC 허가 내역과 선박 이동 데이터(AIS 
플랫폼을 통한)를 사용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나열된 정보의 일부는 사전 
입항 요청(AREP)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국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업적 항구 방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IOTC는 협약 수역 내에서 수행되는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옵서버 커버리지를 
요구합니다. 2022년 IOTC에 제출될 연구에 따르면 AIS를 통해 관찰된 거의 모든 
인카운터에 실제로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옵서버 파견과 관련하여 IOTC
에서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림 5의 인카운터를 분석해 보면 이 사례에서는 운반선에 
승선한 옵서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았다면, 이 해상 전재 
활동은 IOTC의 해상 전재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었다면, 당국이 이러한 잠재적인 IUU 위험을 식별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표적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RFMO의 
연간보고서는 전반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항구에서나 
선박 기국 또는 연안국에 의해 일어나는 MCS 작업에는 시기적절하지 않습니다. IOTC
는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항만국 조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이니셔티브는 IOTC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방문하는 모든 항구를 다루지 않으며, AREP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옵서버 커버리지, 
해상 전제 신고 및 연안국 허가에 대한 정보 공개는, 기존의 IOTC 허가 정보 공개 방침에 
의거하여 MCS 담당자가 효과적인 준수 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mpliance/01%20-%20IOTC%20-%20Advance%20Request%20for%20Entry%20in%20Port.doc
https://www.iot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ompliance/01%20-%20IOTC%20-%20Advance%20Request%20for%20Entry%20in%20Por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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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법은 표 1에 제시된 해상 전재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공개하면 기국 및 항만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IOTC 협약 수역 내 공해에서 운반선(초록색)과 인카운터한 어선(주황색)의 AIS 경로. 이 여정에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 1년 
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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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내 해상 전재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

동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확인된 해상 전재 사건의 
대부분은 바다가 아닌 항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인도양에서는 
참치의 13%만이 해상에서 전재되었고, 나머지 87%는 항구에서 전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IOTC는 해상에서의 전재에 대해서는 100% 옵서버 커버리지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항구에서의 전재는 모니터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구 내 해상 전재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사건은 어업 감시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정박지나 다른 항만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도 핵심 요소입니다. 해상에서의 전재 모니터링은 선박 
기국에서 비용을 지불하지만, 항구 내 전재는 적절한 옵서버 커버리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항만국이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 보고서와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서 제기한 주요 이슈들로 인해 더 
복잡해 지는데 예를 들어, 항구 내 양륙과 해상 전재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더 나은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항구 내 해상 전재는 어업 감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박지 또는 항구의 다른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여,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https://stopillegalfishing.com/wp-content/uploads/2020/09/Moving-Tuna-FINAL-WEB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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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및 신규 기술 사용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분석 내용의 공개는 RFMO에서의 논의를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된 분석 결과를 ICCAT에 제출한 후, 일본 수산청은 내용을 검토하고, ICCAT 협약 수역 내의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다른 ICCAT 회원국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

선박 기국의 중대한 책임은 기국과 외국의 어선, 운반선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해상 전재 
활동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파나마는 운반선 수백 척이 등록된 기국입니다. 확립된 국내 
규정에 따르면 파나마는 관할 운반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 어선의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없이는 해상 전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나마는 위성 기술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공유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운반선 포털(Carrier Vessel Portal)을 사용하면 잠재적인 해상 전재 활동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적 데이터를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반선과 어선 사이의 인카운터를 
식별하고 파나마가 제공한 선박 등록 정보를 AIS 데이터와 매칭시켜 운반선의 허가 내역을 
검증하는 한편, 어선의 허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가 
공유하는 선박 등록 데이터와 매칭합니다. 이렇듯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파나마의 운반선 해상 전재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그림 6. 2018~2021년, 기국이 파나마인 운반선의 잠재적 해상 전재 활동 허가 상태를 보여주는 운반선 포털의 스크린샷. 이 포털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허가 
내역과 추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운반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파나마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포털 뷰로 이동하세요. 

기국: 파나마 시작: 2018/01/01

인카운터 로이터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20일 사이, 
파나마에서 출항한 선박 142척의 인카운터 
6713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별

승인됨
부분적으로 승인됨

알 수 없는 승인

2018

운반선 142척

파나마

기국 1곳 항만국 47곳

2019 2020

https://www.iccat.int/com2019/ENG/COC_312_ENG.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login?layer[0]=cp_next_port&layer[1]=cp_rfmo&layer[2]=encounter&latitude=28.9240476&longitude=-75.4306891&zoom=1&dataset=carriers:v20210701&graph=time&flag[0]=PAN&tab=flags&eventType=encounter&start=2018-01-01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layer%5b0%5d=encounter&layer%5b1%5d=cp_rfmo&layer%5b2%5d=cp_next_port&latitude=20&longitude=10&zoom=1&dataset=carriers:v20210701&graph=flag-carrier&flag%5b0%5d=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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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위성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해상 전재 활동의 규제, 모니터링, 통제를 강화하는 데 마법 
같은 해결 방안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상된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결합 및 
해석 방법에 있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이동경로의 관찰된 특징은 조업이나 해상 전재 활동과 같은 활동으로 
점차 더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분석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AIS 데이터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S 데이터는 정확한 선박 식별 정보를 
제공하여 AIS 데이터를 전송하는 선박에 제한됩니다. 본래 충돌 방지 시스템으로 고안되었지만, AIS
를 이용한 분석은 어업 MCS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로써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FAO의 AIS 기반 어업 활동 글로벌 아틀라스에 따르면 2017년부터 AIS는 특정 어업 지표를 
추정하는 데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반선이 그들의 위치를 AIS를 통해 보고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권한 있는 당국이 어선이 
영해를 벗어날 때 AIS 신호를 송출하도록 점점 더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어선이 AIS에 자신의 위치를 
송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AIS 수신율이 좋지 않아 선박을 모니터링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AIS 
수신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약하고,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북 인도양, 멕시코만 및 유럽 순으로 좋지 
않은데,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육상용 수신기가 이러한 지역 중 일부에서 열악한 위성 수신 문제를 보완해 
줍니다. 또한 수신 품질은 사용 중인 AIS 장치의 특정 유형(클래스 A 또는 B)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래스 A 
송수신기는 전송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선박 위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전재 지침에서는 모든 어선 및 운반선에 대해 클래스 A AIS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선박 운영자에게는 해적의 위협과 같이 AIS 장치를 꺼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S 보고에 
대한 요구 사항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이러한 위협을 고려하여 선박이 추적 
장치를 끌 수 있도록 하되, 위치 정보의 공백에 대한 증거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력 추적성    

이력 추적성은 소비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상 전재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잡은 수산물의 공급을 
보장하는데 있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산물 이력 추적성에 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GDST)는 사용된 시스템이나 적용되는 인증 기준과 관계없이 업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주요 데이터 요소를 선별하여 이력 추적성 표준(1.0)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많은 지표들이 
해상 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침 개발에 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이력 추적성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운반선 및 어선의 신원/추적 데이터, 해상 전재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이러한 표준의 검증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침 개발 시 GDST 1.0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https://www.fao.org/3/ca7012en/CA7012EN.pdf
https://www.imo.org/en/KnowledgeCentre/ConferencesMeetings/Pages/SOLAS.aspx
https://traceability-dialogue.org/wp-content/uploads/2020/03/2020.03.11_GDST1.0ExecutiveSummaryfinalMAR13.pdf
https://drive.google.com/file/d/1XZjefj9MJHD2egr6awedsr0qzyZcqGE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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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해상 전재의 규제, 모니터링, 통제에 대한 자율 지침은 강력하고, 미래에도 
유효하며, 운영상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자율 지침은 반드시 강력해야 합니다.
“해상 전제: 더 자세히 살펴보기”는 해상 전재가 얼마나 복잡한 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분석은 해상 전재 허가 내역, 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없었다면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층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요소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상 전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몇몇 지역적 조치는 효과적이었고, 위원회는 국제적인 어업 규범의 실행에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CCAT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처럼 회원국들은 
이미 현장에서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 지침은 반드시 미래에도 유용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과정은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고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기에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신중하게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해상 전재 조치의 실행에 있어 기존의 기술적인 
도구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미래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 지침은 파나마의 위성 데이터 분석 
이용과 같이 기존 및 신규 기술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 지침을 개발하는 동안 이루어진 
전문가와 회원국의 상당한 투자가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어선 소유자의 비용으로 독립적이며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감독되는 옵서버를  활용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개 데이터를 수집, 분류 및 통합하여, 정기적인 위험 
평가 및 검사 절차를 포함한 관리 및 정책 노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혁신하는 새로운 
도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및 지역의 해상 전재 모니터링 전용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원 파트너 간의 해상 전재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검증을 지원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1: 심층 연구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의 주요 고려 사항은 
자율 지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 2:  해상 전재와 관련된 기존의 지역적인 조치는 상세하게 검토되었고, 
자율 지침에서 고려되고 강화되었습니다.

1

2

결론 및 권고 사항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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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지침은 반드시 운영상 달성 가능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모든 유형의 해상 전재 
및 사용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해상 전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국제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공유 자산(global commons)에 대한 
조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34차 COFI 세션  
중 위원회가 IUU 어업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규제되고 통제되고 모니터링되는 해상 전재 위험에 대해 
표현한 우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조치는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해상 전재의 
모든 형태에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해상 전재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전문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도구에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공해 어업 거버넌스 시스템은 출신 국가에서 멀리 떨어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수역에서 한 번에 
몇 달 동안 조업할 수 있게 해주는 첨단 기술과 고가의 선박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 순찰을 통해 해상 전재 정책을 적절하게 감독 또는 집행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항만 통제에 필요한 강력한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기국이 책임을 지는 공해와는 반대로, 항구에서 대부분의 해상 전재가 일어나 항만국에 감독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현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박 식별, 허가 및 추적 데이터, 
머신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선박 간의 인카운터를 정확히 찾아내고, 어업 허가 내역을 대조하며, 자주 
방문하는 항구를 식별합니다. 해상 전재 사건은 조업, 선박, 어획량, 선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정보가 다른 MCS 정보와 연계되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국의 노력은 좀 더 목표화되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 전재에 대한 자율 지침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해상 전재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모니터링하며 
통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저자는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러한 지침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침은 관련 심층 연구를 반영하고, 기존의 지역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관련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기술 및 도구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해상 전재와 관련된 선박 
데이터의 공개를 권고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공저자는 개발도상국들이 효과적으로 해상 전제에 대한 
규정과 자율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4: 각 승인된 사건의 공간적, 시간적 세부 사항을 포함한 선박의 식별, 어업 허가, 
추적 데이터 및 해상 전재 활동에 관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공개가 자율 지침에서 권고됩니다.4

권고 사항 3: 조치의 포괄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기존 기술 및 도구의 사용, 
보고된 해상 전재 정보의 검증은 자율 지침에서 지지되고 권고되었습니다. 3

https://www.fao.org/3/ne907en/ne90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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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의 사항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AIS 데이터 품질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은 Taconet, 
Kroodsma, 및 Fernandes의 2019년 논문을 참조하세요. AIS 장치의 클래스는 종종 선박 기국 규정, 
선박 길이, 선박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AIS가 탐지한 인카운터 및 로이터링 데이터는 가능한 정확하게 
표현하였지만, AIS 데이터의 한계, 완전하고 정확한 공공 선박 데이터베이스 및 등록부의 부재, 모델링 
추정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추정된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Kroodsma 등 
참조. 2018, 밀러 외 2018 참조.)

더 많은 자료는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International MCS Network)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상 전재: 더 자세히 살펴보기
2. 해상 전재 및 벙커 선박에 대한 글로벌 분석
3.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운반선 포털(Carrier Vessel Portal)
4. 회유성 참치 – 서인도양에서의 해상 전재
5. 해상 전재에 대한 지역적 조치
6. 해상 전재와 중서부기니만어업위원회(FCWC)
7. 적법하고 검증 가능한 어획물 환적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해상 전재 개혁

주요 자료

저작권: Trygg Mat Tracking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7012en/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7012en/
https://www.science.org/doi/abs/10.1126/science.aao5646
https://www.science.org/doi/abs/10.1126/science.aao5646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mars.2018.00240/full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mars.2018.00240/full
https://imcsnet.org/documents/
http://www.fao.org/3/cb2339en/CB2339EN.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wp-content/uploads/Global-Transshipment-Analysis-Reveals-the-Supply-Chain-at-Sea.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
https://stopillegalfishing.com/wp-content/uploads/2020/09/Moving-Tuna-FINAL-WEB2.pdf
https://globalfishingwatch.org/transshipment-policies/
https://1ae03060-3f06-4a5c-9ac6-b5c1b4a62664.usrfiles.com/ugd/1ae030_904d651f5257435fa27628fa46058d6c.pdf
https://www.pewtrusts.org/-/media/assets/2019/09/transforming_transship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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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는 Gordon and Betty Moore Foundation, Norad 및 Oceans 5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된 분석과 도구는 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저자: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글로벌피싱워치는 바다에서 인간의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듦으로써 
바람직한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양 관리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시각화된 지도와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피싱워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해양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 
(International MCS Network)
국제 어업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의 사명은 어업 MCS 활동의 효과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회원 간 정보 교환, 역량 개발 협업을 통해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퓨 자선기금(The Pew Charitable Trusts) 
퓨 자선기금은 지식의 힘을 이용해 오늘날 가장 큰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퓨는 공공 정책을 개선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Trygg Mat Tracking 
TMT는 불법 어업의 감소와 해양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개선을 목표로, 국가 어업 
당국과 국제 기구에 어업 정보, 분석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Courtney@globalfishingwatch.org 로 문의하세요.

모든 이미지는 개별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의 이미지는 해상 전재 작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표시되며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활동이 발생했거나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되었음을 전달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mailto:Courtney%40globalfishingwatch.org?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