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4권 제3호

J. Navig. Port Res. Vol. 44, No. 3 : 253-263, June 2020 (ISSN:1598-5725(Print)/ISSN:2093-8470(Online))
DOI : http://dx.doi.org/10.5394/KINPR.2020.44.3.253

- 253 -

CFPR법을 활용한 북극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정책을 중심으로

최수범*․박성훈**․김동명***․이해찬****․†여기태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생,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석사과정생,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rctic Policy Priorities Using the CFPR

Method-Focused on Poli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Beom Choi*․Sung-Hoon Park**․Dong-Myoung Kim***․Hae-Chan Lee****․†Gi-Tae Yeo

*,**Doctor’s Degree,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Master Degree,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orea

요 약 :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

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

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

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용어 : 북극정책, 우선순위, 가중치, 대외협력 방안, CFPR

Abstract :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there is a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u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
the importance of policies because no concrete order of enforcement of policies or weight has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 In view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orities of the government’s Arctic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esents
priorities for “support measures” and “foreign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rctic policies. As for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CFPR (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method, which can comprehensively estimate expert
opinion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Arctic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shown to be
“Cooperation for Shipping and Logistics, such as Pioneering Northern Sea Routes” (0.087), followed by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0.086), and “Preparing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0.085).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Ocean-related policies by policymakers as well as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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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극 해빙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불어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해마다 북극에 덮여 있는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NASA, 2016),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으로 북극지역 접근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지고 있다(Park and Lee, 2015). 이러한 측

면에서 러시아는 북극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북극항로의 활성

화를 위한 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동아시아

에서 에너지 소비 강국인 한중일은 각국별로 북극전략을 구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을 마

련하여 북극항로와 관련한 해운물류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22%가 북극해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극이사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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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러시아는 북극 자원개발 측면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

즉 야말 LNG 프로젝트의 성공과 ARCTIC LNG 2 프로젝트

의 투자지분 정리가 2019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었다(Kim,

2019). 또한 ARCTIC LNG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LNG 수입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Kim, 2019). 최근 이란과 미

국의 긴장사태로 인하여 원유와 가스운반 선박의 호르무즈 해

협 통과가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되는데, 자원 수입의 다변화

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북극 자원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북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때문에 최

근 북극해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 경우를 보

면, 북극항로 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Verny

and Grigentin, 2009; Liu and Kronbak, 2010; Schoyen and

Brathen, 2011) 특히 북극해 항로 Northern Shipping

Route(NSR)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Verny and

Grigentin, 2009; Schoyen and Brathen, 2011). 국내의 경우는

국내항만의 북극항로 경쟁력 분석(Park and Lee, 2015; Lee et

al., 2015; Jeong, 2017; Ha, 2014), 북극항로 경제성(Han, 2011;

Yoon, 2014; Yoon, 2018), 북극해 항로정책(Loh and Park,

2011; Yoon, 2014)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해

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

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북극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

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 방법론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북극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

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실증연구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제 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북극항로 경쟁력에 관한 연구

Park and Lee(2015)는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분석을 통해 국내 항만 간 경쟁력분석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

특성화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AHP 분

석 결과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경쟁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북극항로에 대한 전진기

지는 부산항, 울산항 또는 혼합형 전진기지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부산항 전진기지의 경우 글로벌 물류네트

워크 형성과 함께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극동러시

아와 교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울산항 전

진기지의 경우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환동해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전진기지의 경우 기존 항만의 이미지

를 탈피하고 다기능 항만으로 성장해야하며 북극 환경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e et al.(2015)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울산항의 북방물류시장 및 북극해항로의 성장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울산항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21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IPA 분석 결과 울산항의 특징인 액체화물 처리

및 시설과 관련된 중요도·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극동러시아 화주 유치와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부가가치 및 신규물동량에 대한 중요

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Jeong(2017)은 AHP 분석을 통해 20∼30년 후 북극항로가

상용화 되었을 때를 가정한 뒤, 동북아시아 대표 6개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항만이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인지

파악하였다. AHP 분석 결과 도쿄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부산

항, 상하이항, 카오슝항, 홍콩항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북

아시아 국가와 EU 국가간 수출입물동량을 고려 시 약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항이 20∼30년 후 북극항로의

중심항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Ha(2014)는 AHP 분석을 통해 북극항로 이용 시 부산항의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AHP 분석 결과 첫 번째로 항만이용료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후단지,

터미널운영 효율화, 입출항정보, 환적물동량, 해빙상태 및 온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부산항이 북

극항로 이용 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

의 경쟁력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erny and Grigentin(2009)는 NSR(Northern Sea Route)을

통한 정기 컨테이너 운송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상하이와 함부르크 간 항로를 채택하여 NSR

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간의 상대적 비용을 분석할 수 있었

다. 분석 결과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이 여전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으로 나타났지만, NSR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도 비슷한 수준인 선택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Liu and Kronbak(2010)는 사례연구를 통해 NSR이 기존 노

선인 수에즈 운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수에즈 운하와 NSR 노선의 연간 이

익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요인(벙커 가격, NSR 항해시간 및

쇄빙요금)이 NSR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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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쇄빙료

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NSR이 경제성이 없다고 도출되었

으며, 쇄빙료가 줄어들수록 NSR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SR 노선이 무료라면, 수에즈 운하 노선이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벙커 가격이 700 또는 900 USD까지

오른다고 해도 NSR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Schoyen and Brathen(2011)는 수에즈 운하와 NSR 노선의

대량 수송에 따른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NSR 노선

이 기존 수에즈 운하 노선보다 약 40% 짧고 그에 따른 비용

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NSR 노선은 신뢰

도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신뢰성 구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R의 약점이

라 할 수 있는 계절성이 존재하지만 NSR을 통한 여름철 운송

은 이미 벌크 대량운송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추가 운송 경로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

며, NSR 경로 선택 옵션은 공급망 민첩성과 적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2 북극항로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Han(2011)은 북극해 항로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와 북극항로를 비교했

을 때 수에즈운하가 2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운

송일은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저자는 북극항

로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당국의 적정한 통행료 부과가 필요

하며, 선박의 쇄빙능력, 운항속도, 적재능력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Yoon(2014a)은 선박속력 변화를 이용하여 북극해 항로의

경제성을 비교했다. 항해거리에 대한 속력 변화를 이용하여

연료소모량을 계산하고, 비용산출을 통해 수에즈항로와 경제

성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일반해역을 가정할 경우 북극해 항

로가 경제성을 가지지만, 동절기에는 비용이 증가하여 계절에

다른 편차가 존재함을 밝혔다.

Yoon(2018)은 북극해의 이용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저자는 기존 남방 항로에 비해 30% 절감된

비용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극에 매장되

어있는 석유, 가스 그리고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

개발에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기온

에 따른 상업운항 연간 최소 일수 부족, 수심의 한계, 쇄빙선

투입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러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북극의 자원과 에너

지를 연계한 화물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Theocharis et al.(2019)은 북극항로의 유조선 비용 관련 연

구를 진행했다. 운임최소화를 위한 최적모형을 개발했으며, 연

료의 가격, 쇄빙선 비용이 북극해 항로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고 주장했다.

Wang et al.(2018)은 북극해 개방에 따른 수에즈 운하의 영

향에 대해 연구했다. 분석결과, 항로선택의 주 요인으로 꼽히

는 선사의 이익 조건에 따라 북극해 항로를 선택할 확률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얼음의 상태가 개선되고,

북극해 항로를 통한 운송에 이윤이 증가할 경우 계절별로 북

극해 항로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에즈 운

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지질조사(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 가

스매장량의 30%와 원유매장량의 13%가 북극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원자재 운송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개발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Hong, 2012)

그러나 2013년 8월 현대글로비스의 나프타 4만 4천 톤 북극

항로 시범운항에서는 기존 항로이용 대비 운송기일 측면에서

불과 5일 밖에 단축하지 못했다. 이는 높은 쇄빙선 이용료와

내빙선 용선료를 감안할 때 운항 단가가 높아져 실익이 없다

는 주장이 존재한다.(Baek et al., 2016).

2.3 북극 정책에 관한 연구

Loh and Park(2011)은 북극해 항로 관련 러시아의 최근 동

향에 대해 연구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극해 항해조항을 둠으

로 북극해 항로에 대한 관할권이 러시아 당국에 있음을 선언

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률을 기본으로 한 운항규칙, 쇄빙선

도선 규칙, 운항선박의 구조, 장비 및 보급을 위한 요건에 대

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본국의 관할권 강화

를 위한 법 개정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극해

항로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형성에 동참하여 북극해 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Yoon(2014b)는 북극해 항로의 선박 안전항행 규칙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러시아 상업항행법전에 항행계획의 수립, 쇄

빙선 지원, 빙 해역 도선 규정, 선박의 항행 지원, 항해환경과

기상 등의 항행 정보 제공, 항행선박과 무선통신, 안전항행과

관련한 선박의 요구사항,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기타

선박의 항행에 관한 관리국의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을 나타냈고, 러시아 당국의 통제 규칙 등이 존재함을 제시했

다.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한 세부적인 검

토를 통해 안전항행을 해야 함을 제시했다.

Lee(2014)는 항로개설에 대한 북극항로의 장벽에 대해 연

구했다. 저자는 북극항로가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선박의 환경 및 안전 규정을 강력히 지키게 하는 규칙들

이 북극항로 진출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나라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극해 항로 진출의 장벽을 완화할 수 있

음을 주장했다. 운항선사 내부적 측면의 요인으로는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Milakovic(2018)은 북극해 항로 운송의 현황과 향후 운영모

델을 제시했다. 북극해 항로는 IMO의 Polar Code를 통해 북

극해 항해 선박에 대한 새로운 안전요구 사항을 도입하였으

며, 러시아 교통부에 의해 북극해 항로 통행을 허락하는 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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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증서(Polar Code Certificate)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

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북극 정책 관련 연구로는 Seo(2016), Seo(2018),

Pyo(2018), Park(2018), Yoon(2013) 등의 연구가 제시되어 있

다. 연구는 주변 국가들의 북극 진출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극항로 경쟁력 및 경제성에 관한 연구, 북극해 항로 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수 제시되었으나,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우

선순위를 평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3. 연구방법론

정부정책 평가의 경우 관련된 전문가의 평가가 매우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자료만을 활용하여 평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정량자료의 부족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전문가

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와 불확실성이 포

함된 복합 문제로 구성되는데, 다기준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

루는 널리 퍼진 방법으로는 퍼지(Fuzzy) AHP 및 AHP(Analy

tic Hierarchical Process)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은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등의 약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AHP 방법의 약점을 보완한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CFPR 방법의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호 관계는 곱셈 선호 관계(multiplicative

preference relations)와 퍼지 선호 관계(Fuzzy preference

rela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대안 집합 X에 대한 곱셈 선호 관계 은 매트릭스 로 나

타낸다. 은 ⊆×  ∀∈ 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는 대안 에 대한 의 선호 비율이다. 1-5의

척도를 사용할 경우, 가 1일 때 와 는 동등함을 나타내

며, =5이면, 가 에 비해 완벽히 선호됨을 나타낸다.

 이면, 가 에 대해 선호됨을 나타낸다.

선호 관계 은 일반적으로 상호 곱셈으로 간주되며, 아래식

과 같이 나타난다. (Chao and Chen, 2009)

(1)

대안 집합 X에 대한 퍼지 선호 관계 는 함수

  ×→ 과 함께 곱집합 × 에 대한 퍼지 집합이

다. 선호 관계는   ∀∈…에서 × 매

트릭스  로 나타난다. 여기서, 는 대안 에 대한

의 선호 비율이며,   


가 와 가 차이가 없음을 의

미할 때,  은 가 에 대해 완벽히 선호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 때, 는 에 대해 선호됨을 나타낸다. 퍼

지 선호 매트릭스 는 상호 덧셈으로 간주되며 아래 식을 따

른다.

(2)

전통적인 평가 방법의 경우, 비일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

으며,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PR 방법론이 제시

되었다. 이는 추가된 추이법(additive transitivity)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비교 매트릭스이다. 아래는 퍼지 선호 관계의 일

관성 유지를 설명한다.

명제 1. 상호 퍼지 선호 관계  는  일 때 ,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Wang and Lin, 2009)

(3)

(4)

명제 2. 상호 곱셈 선호 관계    와 ∈  

에 관계되는 대안 집합     을 고려할 때, 상

호 퍼지 선호 관계에 해당하는 와 관계된    와

∈ 에 연결 되는 선호 관계는   로 나타나며,

아래식을 따른다. (Wang and Lin, 2009).

(5)

는 변환함수이며, log는 1/7과 7사이에, log는

1/5, 5 사이에 사용된다.

명제 3. 상호 곱셈 선호 관계  는 아래 식을 따른다.

(6)

(7)

명제 3을 통해 개의 문항으로 얻어진  집합;

…으로부터, 일관적 퍼지 선호 관계를 세울

수 있다. 각 문항은 일관 선호 매트릭스에 채워지며, 값이

 사이에 없고    ,   에 있는 값이 존재하게

되면, 값을 보존하기 위해 변환 함수의 적용이 필요하다. 변환

함수는 다음과 같다. (Wang and Lin,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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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ategy Plans 13 Projects

"Create win-win

economic

cooperation results"

with the Northern

Sea Circle

①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in the Northern Sea

② Shipping and logistics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orthern Sea route

③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④ Fisheries cooperation

As a responsible

observer, "Build a

Northern Sea

Partnership"

⑤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Sea Council

⑥ Increase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uncils

⑦ Foundation for building a

Northern Sea partnership

"Strengthen

Research

Activities"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humanity

⑧ Strengthen Northern Sea

environmental observation

⑨ Northern Sea climate analysis

and future environmental response

⑩ Expansion of the research

activity base

"Strengthen

Capacity" for

⑪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Table 1 Northern sea policy of government

Northern Sea

policy promotion

⑫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⑬ Strengthen publicity about the

Northern Sea

Sour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2018. 7.

Contents of the Plans

Support the expansion of shipbuilding orders and

the discovery of new Arctic industries

Assist in activating Arctic Sea routes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Support Arctic new business creation and entry

into new industries

Participate in Arctic transportation and pilot

operation of Arctic Sea routes

Research on the safe operation of the Arctic Ocean

and operation of Arctic route shipping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Arctic

Council

Establish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Arctic

Regularize and expand the Korea Arctic Academy

Operate the Arctic Council Expert Network

Exp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uncils

Expand participation in Arctic Circles and Arctic

Frontiers

Table 2 Government support and external cooperation

위 행렬의 음수의 절대값과 최소값은 로 표현된다. 대안

(A)에 대한 곱셈 선호 관계 가 대안의 순위에 의해 결정

된다(Herrera-Viedma et. al., 2004)

(9)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교의 비율은 함수를 적용

시켜 [1/5, 5]의 척도로 변환시킨다.

(10)

4. 실증분석

4.1. 정부의 북극정책 및 전문가 설문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비전, 목

표 ,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추진 계획이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

스 참여 확대’ 및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

여’ 등의 정책목표 하에 4대 전략 및 13개 추진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정부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6가지 지원방안 및

6가지 대외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정책목록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3

개 정부정책, 6개 지원방안 및 6개 대외협력 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PR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

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및 기관 (경력 10년 이상) 9명, 해운기

업 (경력 20년 이상) 7명, 물류기업 (경력 20년 이상) 10명, 일

반기업 외 (경력 20년 이상) 4명 등 총 30명의 전문가 지식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인 CFPR의 경우 전문가 설문을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부수로도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30명의 설문을 활용하였고, Kim et

al.(2018)은 34명의 전문가 설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Kolios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 설문 20부를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Pham and Yeo(2019)의 연구에서는 17

명의 전문가 설문으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30명의 해운분야 관련 전문가의 응답을 활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설문부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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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1 　

C1 LVI 1/4 C2

C2 VI 4 C3

C3 SI 3 C4

C4 WI 2 C5

Table 6 Coding Survey Results for Expert 1

C5 SI 3 C6

C6 LVI 1/4 C7

C7 VI 4 C8

C8 LSI 1/3 C9

C9 LWI 1/2 C10

C10 SI 3 C11

C11 LSI 1/3 C12

C12 VI 4 C13

Definition Intensity of Importance

Absolute Importance (AI) 5

Very Importance (VI) 4

Strong Importance (SI) 3

Weak Importance (WI) 2

Equal Importance (EQ) 1

Less Weak Importance (LWI) 1/2

Less Strong Importance (LSI) 1/3

Less Very Importance (LVI) 1/4

Less Absolute Importance (LAI) 1/5

Table 5 Linguistic variables for importance weights of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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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Number Tot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9

30
Shipping company 7

Logistics company 10

General company 4

Table 3 Survey amount by group

Work experiences(years)
Number

(Persons)

Total

(Persons)
5-10 8

3011-20 10

21-30 12

Table 4 Work experiences of respondents

4.2. 정부의 북극정책 우선순위 평가

정부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 3장에서

제시된 CFPR 방법을 사용한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

Table 5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척도를 사용하여 각 정책

을 비교하였다.

‘전문가1‘을 예시하여 정부의 북극정책 분석과정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1) 13개 정책의 중요도 환산을 위하여 언어적 척도를 활용

한다.

(2) Table 6과 같이 언어적 척도로 평가된 요인별 중요도를

비퍼지화 과정을 거쳐 숫자로 변환한다.

Table 6에 나타난 값을 식 (5)를 적용하여 연산한다.

행렬 (9)에 대한 나머지 값은 아래 식으로 계산되며,

 의 관계를 갖는다.

아래 Table 7은 전문가 1에 대한 퍼지 선호 관계 매트릭스

이며, 연산된 값이 [0,1]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식 (8)을 통

해 변환을 실시한다. Table 8은 변환된 매트릭스이다.

식 (11)을 통해 비교 값을 모두 합산한 후, 식 (12)를 통해

전 설문자의 의견을 종합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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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 0.500 0.069 0.500 0.841 1.057 1.398 0.967 1.398 1.057 0.841 1.183 0.841 1.272

C2 0.931 0.500 0.931 1.272 1.487 1.829 1.398 1.829 1.487 1.272 1.613 1.272 1.703

C3 0.500 0.069 0.500 0.841 1.057 1.398 0.967 1.398 1.057 0.841 1.183 1.341 2.272

C4 0.159 -0.272 0.159 0.500 0.715 1.057 0.626 1.057 0.715 0.500 0.841 0.500 0.931

C5 -0.057 -0.487 -0.057 0.285 0.500 0.841 0.411 0.000 0.500 0.285 0.626 0.285 0.715

C6 -0.398 -0.829 -0.398 -0.057 0.159 0.500 0.069 0.500 0.159 -0.057 0.285 -0.057 0.374

C7 0.033 -0.398 0.033 0.374 0.589 0.931 0.500 0.931 0.589 0.374 0.715 0.374 0.805

C8 -0.398 -0.829 -0.398 -0.057 1.000 0.500 0.069 0.500 0.159 -0.057 0.285 -0.057 0.374

C9 -0.057 -0.487 -0.057 0.285 0.500 0.841 0.411 0.841 0.500 0.285 0.626 0.285 0.715

C10 0.159 -0.272 0.159 0.500 0.715 1.057 0.626 1.057 0.715 0.500 0.841 0.500 0.931

C11 -0.183 -0.613 -0.183 0.159 0.374 0.715 0.285 0.715 0.374 0.159 0.500 0.159 0.589

C12 0.159 -0.272 -0.341 0.500 0.715 1.057 0.626 1.057 0.715 0.500 0.841 0.500 0.931

C13 -0.272 -0.703 -1.272 0.069 0.285 0.626 0.195 0.626 0.285 0.069 0.411 0.069 0.500

Table 7 Fuzzy preference relations comparison metrics by factor for Expert 1

Northern Sea Policy of Government Weight Rank

C1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in the Northern Sea
0.079 6

C2

Shipping and logistics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orthern Sea route

0.087 1

C3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0.082 4

C4 Fisheries cooperation 0.065 13

C5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Sea Council
0.069 12

C6
Increase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uncils
0.074 8

C7
Foundation for building a

Northern Sea partnership
0.080 5

Table 9 Priorities for Northern Sea Policy of Government

E1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 0.50 0.38 0.50 0.60 0.66 0.75 0.63 0.75 0.66 0.60 0.69 0.60 0.72

C2 0.62 0.50 0.62 0.72 0.78 0.87 0.75 0.87 0.78 0.72 0.81 0.72 0.84

C3 0.50 0.38 0.50 0.60 0.66 0.75 0.63 0.75 0.66 0.60 0.69 0.74 1.00

C4 0.40 0.28 0.40 0.50 0.56 0.66 0.54 0.66 0.56 0.50 0.60 0.50 0.62

C5 0.34 0.22 0.34 0.44 0.50 0.60 0.47 0.36 0.50 0.44 0.54 0.44 0.56

C6 0.25 0.13 0.25 0.34 0.40 0.50 0.38 0.50 0.40 0.34 0.44 0.34 0.46

C7 0.37 0.25 0.37 0.46 0.53 0.62 0.50 0.62 0.53 0.46 0.56 0.46 0.59

C8 0.25 0.13 0.25 0.34 0.64 0.50 0.38 0.50 0.40 0.34 0.44 0.34 0.46

C9 0.34 0.22 0.34 0.44 0.50 0.60 0.47 0.60 0.50 0.44 0.54 0.44 0.56

C10 0.40 0.28 0.40 0.50 0.56 0.66 0.54 0.66 0.56 0.50 0.60 0.50 0.62

C11 0.31 0.19 0.31 0.40 0.46 0.56 0.44 0.56 0.46 0.40 0.50 0.40 0.53

C12 0.40 0.28 0.26 0.50 0.56 0.66 0.54 0.66 0.56 0.50 0.60 0.50 0.62

C13 0.28 0.16 0.00 0.38 0.44 0.54 0.41 0.54 0.44 0.38 0.47 0.38 0.50

Table 8 Normalized Fuzzy preference relations comparison metrics by factor for Expert 1

C8
Strengthen Northern Sea

environmental observation
0.074 10

C9

Northern Sea climate analysis

and future environmental

response

0.075 7

C10
Expansion of the research

activity base
0.074 9

C11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0.085 3

C12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0.086 2

C13
Strengthen publicity about the

Northern Sea
0.069 11

아래 Table 9는 도출된 북극정책 추진방향 우선순위 결과

이다.

분석결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극

항로에 대한 해운물류 분야의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함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0.086)

이 2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래 극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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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pport Plan Weight Rank

C1

Support the expansion of

shipbuilding orders and the

discovery of new Arctic industries

0.156 5

C2
Assist in activating Arctic Sea

routes
0.161 4

C3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0.148 6

C4

Support Arctic new business

creation and entry into new

industries

0.167 3

C5

Participate in Arctic transportation

and pilot operation of Arctic Sea

routes

0.186 1

C6

Research on the safe operation of

the Arctic Ocean and operation of

Arctic route shipping

0.182 2

Table 10 Priorities for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External Cooperation Plan Weight Rank

C1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Arctic Council
0.182 2

C2

Establish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Arctic

0.174 3

C3
Regularize and expand the

Korea Arctic Academy
0.125 6

C4
Operate the Arctic Council

Expert Network
0.169 4

C5
Exp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uncils
0.186 1

C6
Expand participation in Arctic

Circles and Arctic Frontiers
0.163 5

Table 11 Priorities for government external cooperation plan

International

Council
Contents

Northern Sea

Frontie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Norway every January, in which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men

develop Arctic diplomacy and develop

cooperative projects.

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An Arctic conference for North Pacific

Arctic Countries (U.K. and Russia) and

Non-Arctic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eld in Hawaii every August.

Arctic Circle

In October every year in Iceland,

companies, NGOs, policy makers, and

opinion groups gather to discuss various

Arctic issues.

Arctic

Cooperation

Week

Korea's representative event held every

December to create opportunities for

Arctic cooperation, revitali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aise

public awareness.

Table 12 International council types

문가 양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육성 추진기반 구축이 시급함

보여준다. 특히, 국외의 경우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북극문제에 대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북극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국내의 경우 항로개척 및 해운물류 협

력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편,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이 3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법 제정 및

극지활동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4.3. 정부의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 우선순위 평가

아래 Table 10은 정부의 지원 방안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

과이다.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북극권 운송 참여 및 북극항로 시

범운항 추진’(0.186)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북극권 자원개

발사업 등과 연계해 운송에 참여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컨테

이너선 시범운항 추진 및 운송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가 있음을 나타낸다. 2순위로는 ‘북극해 안전운항 연구 및 북

극항로 해운정보센터 운영’(0.182)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북극권 물류운송에 필요한 운송시스템 개발과 안

전운항 확보를 위한 연구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북극항

로 이용 확대에 대비하여 정보수집·제공, 운송시장 분석을 하

는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3순위로는 ‘북극

신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진출 지원’(0.16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대외 협력 방안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1순위로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가 나타났다. 2순위는 ‘북극이

사회 협력사업 추진’(0.182)이며, 3순위로는 ‘북극관련 규제 도

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0.174)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나타난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를 살펴보면, 현재

국제협의체로는 북극서클, 북극 프론티어, 북극협력주간, 북태

평양 북극컨퍼런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협의체를 매개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등 북극권 개최국과 유대관계 및

협력기반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의체 참여를 통해 북극 담론

형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순위 대외협력 방안은 ‘북극이사회 협력사업 추진’ 방안이

다. 북극이사회 분야별 워킹그룹 활동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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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ain Task

Arctic Pollutant

Action Plan

WG (ACAP)

Prevention,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 negative effects of Arctic

environmental pollution

Arctic

Monitoring

Evaluation Plan

WG (AMAP)

Establish a scientific policy-based

Arctic-environmental policy through

monitoring and evaluating

Arctic-environmental threats

Arctic Flora

Conservation

WG (CAFF)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establishment on management practices

and norms to protect the Arctic’s

biodiversity and ecosystems

Emergency

situation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WG (EPPR)

Arctic environment, emergency,

accident, search, and rescue prevention

and response

Arct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WG (PAME)

Protecting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preventing pollution, and

establishing action plans

Sustainable

Development

WG (SDWG)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and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Aboriginal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rctic Ocean

Cooperation

TF (TFAMC)

Identify demand for cooperation in the

Arctic-marine sector and establish

cooperation mechanisms

Arctic

Connectivity

Improvements

TF(TFICA)

Identify Arctic infrastructure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eds and

present solutions

Table 13 Arctic council working group and TF status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로서 역할 높일 필요가 있다. 북극이

사회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협

력, 조정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정부 간

공식협의체이다. 6개 워킹그룹과 2개 TF를 통해 각국 정부 및

원주민단체, 전문가그룹 의견을 수렴해 고위급회의(국장급)

및 각료회의(장관급)에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AFF(북

극 동식물보존), PAME(북극 해양환경보호), SDWG(지속가능

개발) 워킹그룹 등 4개 협력사업에 참여 중이다.

3순위는 ‘북극관련 규제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다. 정부 간 협력 지속 및 정례화, 사전연구, 산업계 협

력 등을 추진하여 북극 규범화에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북극 관련 정책평가

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해양수산부의 북극정

책 중 13개 추진과제, 정부의 지원 및 대외협력방안 각각 6개

로 선정했고, 분석방법은 비교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는 CFPR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

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

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지원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북극

권 운송 참여 및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0.186)이며, 다음으

로는 ‘북극해 안전운항 연구 및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운

영’(0.182), ‘북극 신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진출 지원’(0.167)으

로 도출되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대외 협력 방안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0.186)이며, 다음으로 ‘북

극이사회 협력사업 추진’(0.182), ‘북극관련 규제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구축’(0.1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국가 내

부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다는 북극항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해운물류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

제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북극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나, 효

과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북극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

께 Arctic-2 LNG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북극항로 활

용에 대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 단편적인 사

례는 존재하나, 연속적인 항로이용 및 자원개발 등은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 측면

에서도 ‘북극권 운송 참여’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

는데, 이는 북극항로 진출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함

을 나타낸다. 또한, 대외 협력 방안 우선순위에서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 되었다. 이는 국제협의체 활

동을 통하여 북극항로 진출에 대해서 전략적인 정보를 소유함

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대외 정보교류 및 실질적

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것에서 기인한다.

현재 국제적인 상황은 북극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러시아의

적극적인 북극자원 개발로 인하여 북극항로의 활성화가 가속

화 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주변국들은 북극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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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북극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

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북극관련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

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외교부의 북국관련 대외정

책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북극자원 개발 및 참여정책 등은 평

가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 향후 석유·석탄·목재·곡물 등 자원

의 개발 및 운송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정부의 북극정책 전체를 망라하여 우선순

위를 평가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북극정책 평가에는 관련부처의 전문가, 북극정책 및

자원개발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

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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