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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안 가까이 살 수 있을까요?

잠식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도시 인구가 해안 지대로 확장해가면서 습지의
50-90%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녹색 지대의 감소는 해안 지대의 생태계가
오염 및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해발고도가 10미터
가 되지 않는 저지대 인구는 특히 해수면의 상승, 해상 온도 상승 그리고 극
심한 기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
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략 20% 가량이 저지대이고 임금 수준이 중
간인 국가에 살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60%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8년까지 해안 지대 거주 인구의 변화를 보면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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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해발고도 10m 이하 해안 지역 인구 밀도]
Source: CIES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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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나미와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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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안과 내륙지역 제곱마일 당 인구 수 변화]
Source: NOA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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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놀러갈까요?

해양 레저산업
많은 섬나라 국가들과 해안 지대 사회는 레저 활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세이셸의 경우 해양 관광은 국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지바
르의 경우 그 수치는 25%에 달한다.
규모가 큰 국가들 또한 해양과 관련된 레저 활동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고 있
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 국내 관광 수익의 85%가 해양 레크리에이션으로부
터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해양 레저가 미국 전체 GDP에 기여하는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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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 2006년의 경우 미국의 상업 어업이 440억 달러를 창출했으나 레
저용 낚시가 82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해양 레저 활동의 가치는 환경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의 수질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매우
좋아졌는데 이는 레저 관련 재정 수입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물론 해
양 레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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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의 해양산업 종사자 비율]
Source: NWWN, “An Overview of the US Ocean Economy”,
http://www.wateraccessus.com/econ.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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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와 상어를 무한정 잡아도 될까요?

무분별한 포획
최근 수 세기 동안 지역 사회의 해상 사냥과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 사냥이 일

주요 상어 포획 국가

본, 노르웨이,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부족들의
사냥 전통은 수 세기 동안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9년 북미의 인디언 Makah 부족은 처음으로 연방정부로부터 고래사냥의
권리를 인정 받아 회색 고래를 사냥했는데, 고래사냥은 부족의 전통적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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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007년에 두 번째로 고래를 사냥하고자 했으나, 미카족은 두차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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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 세계 미디어의 질타를 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토속 부족인 Nunavik 부
족의 벨루가 고래 사냥의 권리를 금지시켰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상어 꼬리 수프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크지 않다.

[상어 포획 국가 및 주요 상어 지느러미 수입 국가(2008년 기준)]
Source: saveourse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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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까?

수중 단백질 소비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한 사람당 16.3kg의 수중 단백질을 소비했는
데 이는 전체로 1억 톤에 달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단백질 소비의 18%에
해당한다. 2030년경에는 연간 수중 단백질 소비가 3,700만 톤씩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먹이 그물의 최상층에 있는 종의 90% 이상이 이미 대량으
로 죽었는데 이 결과 더 아래의 먹이 그물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아래에 위치
한 종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대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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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포식성 물고기를 남획하게 되면 이것은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먹이 그물이 단순해짐으로써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잠식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

[동물성 단백질 중 생선 단백질 섭취 비율]
Source: UNEP/GRID, 2008

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업적인 수중배양은 전 세계적인 해산물의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생물 오염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같이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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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바다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지속가능한 성장
해양에 대한 이용과 개발이 확대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 오염은 해양의 건강
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해양자원은 공유재의 성격이 강해서
이용자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해양선진국은 사전
예방과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해양공간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해양공간계
획을 통해 해양공간을 관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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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개발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이용
과 이용 간의 갈등이다. 같은 해양공간 상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용행위
가 중첩되면서 이용자 간에 경쟁이나 부정적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둘째, 이
용과 보호 간의 갈등이다. 상당수의 해양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환경 악화, 해양 생태계 훼손, 수산자
원 고갈 등은 해양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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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년 동안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
Source: UNEP/GRI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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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바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양은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를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다. 해
양은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고 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의 정도를 조절한다. 숲과 마찬가지로 해양은 탄소를 생물학적, 화학적 행위를
통해서 흡수한다. 현재 지구 온난화의 원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해양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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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
"지구 공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해왔는데 예를
들어, 배로 바닷물을 퍼와서 이것을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
양 광선을 우주로 반사시킨다.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 바다에 부가적인 영양소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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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년 동안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
Source: NASA GISS, 2010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방법 모두 제한적인 효과만 나
타날 것으로 보이며, 아마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다른 지구 공학의 방법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바다 아래 위치한 석유나 가스
전에 주입하는 것이다.

[1901~2015년 해수면 온도 변화]
Source: US EP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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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깊은 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심해 자원 추출
onshore vs. offshore oil production
Onshore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있었던 매장지들이 고갈되면서 내륙에서 이들의 추출 가
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기존에 추출하기
어려운 지역의 매장지로 눈을 돌리면서 깊은 바다로 관심이 가게 되었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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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는데, 현재 3,000개 이상의 석유 굴착 장치가 연
안에서 가동하고 있다.

million barrels per day

석유, 코발트, 구리와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Offshore Shallow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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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육지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심해 자원의 개발에 대한 새로
운 관심이 생기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약 100,000개의 해양 천연자원 지점
추정지 중에서 54%를 차지하는 국제 수역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인도양에서 열수 분출공(hydrothermal vent)을 채취하기 위해
서 국제 해저국(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에 지원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채취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이들을 감
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심해 채취에 대한 관리는 매우 어려우며, 심해에서
작업하는 것은 환경 및 작업의 위험을 내포한다.

Offshore Deep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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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과 해양의 석유 생산량]
Source: Energy&Capit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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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해안선은 잘 보호되고 있나요?

연안 방어
Globally Averaged Sea Level Change(in)

해안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침식되고 다시 만들어진다. 침식과 퇴적
의 비율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해안 방어물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북부 유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은 해안은 1년에 1미터 이상의 비율로 침식되고,
다른 지역의 해안의 경우 극심한 기후적 사건에 따라 몇 시간만에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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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습지와 같은 자연적인 해안 방어물은 해안선과 근접한 내륙 지대를 보
호한다. 그들은 소중한 생태계를 지원하고 극심한 기상의 영향력을 완화시키
는 데 인간이 만든 보호물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반면에 방조제, 제방
과 같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경우에는 극심한 기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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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9년 해수위 변화(단위: in.)]
Source: R.J. Nicholls and A. Cazenave, 2010

육지의 자연적인 능력을 감소시키고 해안선을 따라 더 많은 침식을 야기한다.
연안이 침식될 경우, 해일과 태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해안 주변 지역 안
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방조제]
Source: C. Pikingt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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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해양 에너지
바다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해양 에너지(marine energy)”는

OFFSHORE WIND

파도, 조석 간만의 차이, 온도의 차이 등으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 더 일반적인
용어인 “연안 에너지(offshore energy)”에는 바다가 방대한 풍력 에너지 자
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풍력 터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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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 위치한 풍력 터빈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바다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더
강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해안 풍력 에너지 용량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낮은 수심의 바다에 설치된 풍력 터빈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력 터빈은
지역 전력 수요가 매우 많은 해안 도시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풍력 터빈이 설치되면서 비용의 최적화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송전이
나 전력의 부하가 이에 해당된다. 바다 위에 띄우는 풍력 터빈은 기존의 방식
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안 풍력 발전은 생산되는 결과물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는 조석간만의 차이
를 이용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발전 방식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세계의 해양에너지 발전 현황]
Source: www.oceanenergycounc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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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있을까요?

새로운 물 자원
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01-2011년 사이
에 담수 산업 역량은 276% 증가했다.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17,277개의
담수 공장이 있는데, 하루에 8,090만㎥의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할 수 있다.
담수산업 역량을 갖춘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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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알제리 등이 있다. 이스라엘은 25%의 상수도를 담수화 과정을 통해
공급한다. 이 작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바닷물은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물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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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다.
칠레나 페루에서는 제한된 강수량 및 상수도 시설로 안개집수(fog-

[세계의 담수화 현황]
Source: UNEP/GRID, 2010

harvesting) 기술이 채택되어 개발되고 있다. 2013년 MIT 연구팀은 12ℓ/
㎡을 담을 수 있는 안개망(mesh fog net)을 개발했다. 도시에 파란 지붕을
만들고 통합 물 저장소(integrated water capture system)를 건설하는 것

Energy

은 미활용된 자원을 물 생산에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학교
들은 장마철에 빗물을 모아서 한 해 물 수요의 1/3을 충당하고 있다.

Reverse Osmosis

Ocean

Pretreatment
Debrine

[역침투법을 이용한 담수화 과정]
Source: NewSky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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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송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해상 운송
규격화된 컨테이너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배분에 기반한 글로
벌 해상 운송 산업이 오늘날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다. 해
상 운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소모되는 석유의 60%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역액
의 1/3에 해당하는 상품을 현재 수송하고 있다.
표준화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했고 해상 운송은 킬로미터당 사용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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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품을 수송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다. 1976
년에는 1500 TEU 선박이 25노트의 속도에서 TEU 당 96g의 연료를 소모했
는데, 2007년에는 12,000 TEU 선박이 24g 밖에 연료를 소모하지 않았다.
선박은 차량에 비해서 1/6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비행기에 비하면
1/10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해상 활동 때문에 해상 수송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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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The breakdown by dry cargo type is based on Clarkson Research Services.
Data for 2011 are based on a forecast by Clarkson Research.

[해상 운송의 종류 및 현황]
Source: Geospatial World, “Maritime transport: Shipping
undergoes sea change”,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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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물건은 어디를 거쳐 왔습니까?

허브 항만
허브 항만은 소규모 지역 항만과 분배 네트워크로 글로벌 무역을 가능하게 한

20

다. 기차, 도로 및 송유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선박에 선적이 되고 하역이 되
는 항만까지 동맥과 같은 기능을 한다.
5개의 세계적인 허브 항만이 존재하는데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로테르담
그리고 롱비치가 이러한 허브 항만이다. 싱가포르는 톤수 기준으로 가장 분

해양 | ECONOMIC

주한 허브 항만인데 120개 도시의 600개 이상의 항만들과 연결되어 있고,
연간 140,000개의 선박을 처리한다.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말라카 해협을 따라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로테르담 항만은 연간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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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허브 항만과 지역 항만 네트워크의 무역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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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은 또한 단거리 해상 운송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는데 라인강의 입구
에 전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거리 해상 운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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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대 항만(단위: 백만 TEUS)]
Source: Cold Chain IQ, www.coldchaini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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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승객 수송
배를 이용한 여행은 선박을 통한 통근, 크루즈 여행, 작은 규모의 사적 선박 이
용, 수상 택시 등을 말한다. 승객의 수송은 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

20
15

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들과 오직 배로 갈 수 밖에 없는 공동체에
게 해상 수송은 생명선과 같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상품, 서비스 및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수중 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수송은 내륙과 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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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이의 핵심적인 경제적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유지한다.

10
5
0

대도시 지역에서 선박 서비스는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뉴욕시의 경우 맨하튼과 스태튼 섬 사이의 통근 선박 서비스는 세계
에서 가장 분주한 통근 선박 서비스 중 하나이다. 샌프란시스코, 홍콩, 오클랜
드 및 이스탄불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여객 터미
널은 2008년에 4억 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그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 항구는
가장 분주한 항구였다. 또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및 독
일의 여객 터미널을 통해 여행하고 있다.

[2014년 유럽 국가의 인구 대비 항구 이용객 비율(단위: %)]
Source: Eurosta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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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다에서 공짜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양 자본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이란 환경이 무료로 제공하고 자연적으로 작동하
는 생물학적 시스템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
부분 아주 당연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건강한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평형상태에 있고
생물학적으로 붕괴될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생태계 서비스는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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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의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
로는 기후조절, 폐기물 처리, 태풍 방지, 재생, 운송, 그리고 식품의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또한 존재한다.
위험 요인 중 상위 다섯 개는 기후변화, 분절되고 손실된 거주자들, 남획, 연안

[해양 생태계 순환 체계]
Source: M. Kettunen, 2014

오염, 그리고 급속히 확산되는 종(spec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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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Source: UNEP-WCM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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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얼마나 커질까요?

대형 선박
선박의 대형화가 운항 비용 감축으로 이어져 선사에게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성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컨테이너 선박의 최대 크기
는 거의 두 배 정도 커져서 현재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은 1만 9,000 TEU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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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Oscar’호이며, 2만 1,000~2만 2,000TEU급의 컨테이너 선박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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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설비 및 준설, 항만 하역장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
이다. 대형 선박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 투자를 고려할 때, 항만의 수입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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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당 1/3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는 선박 사이즈가
대형 선박은 규모에 부합하는 항만 인프라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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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되고 있다. 선박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지면서 선박의 운항비용은 운송 컨테
대형화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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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박 크기의 변화]
Source: Vessel Tracking, “Biggest container ships–industry overview”

해운 및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절감 효과 등 경제적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큰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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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박 규모별 주요 항로]
Source: UNIT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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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소음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증가하는 해상 운송 통행량, 지진 조사, 저주파 및 중주파 소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공적인 소음들은 이제 해양을 소음 공해로 덮고 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들은 선박 충돌사고의 증가, 음향 압박으로 인한 트라우마, 다른
형태로 해양 생태계에 압력을 주는 것들이 포함된다. 고래들은 생존과 서로 간
료를 발견하거나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포식자를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백 마일 너머 소리를 활용한다. 또한 고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청각 신경 세포가 세 배가 많다. 북대서양에 있는 고래들은 증가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속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물속에서는 소리가 공기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공기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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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소음원]
Source: Seiche Ltd., 2006

속 340미터로, 물속에서는 초속 1,500미터로 움직이다. 해양에서 pH 값의 감
소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물의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Depth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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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리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동

Spectrum Noise Level(dB re 1 mPa H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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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에 따른 음속 변화]
Source: World Ocean Atla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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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쓰레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봤
을 때 해양 쓰레기는 주로 표류 화물과 바닷가에 밀려온 화물과 같은 잡동사니
를 말하는데 대개 배가 파손되거나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말한다.
그러나 점점 바다가 아닌 육지의 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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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가장 중요한 오염원이 되었
다. 플라스틱의 생산은 25배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과 복구는 5%가 되지 않
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인류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한 번만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지들이 매년
배 밖으로 나와 해양으로 버려진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체 오염의
20%에 불과하지만, 육지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는 80%를 차지한다.
해양에서 플라스틱은 해양 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바다에서 서

[북태평양의 해류와 해양 쓰레기 밀집 지역]
Source: NOAA Marine Debris Program,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식하는 새들의 44%가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하여 삼키는 일이 발생하고
새끼들에게 플라스틱을 가져다주어 배고파서 새끼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
다. 이뿐 아니라 생선, 거북이와 같은 다른 해양 생명체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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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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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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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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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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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6%

5%

[25년간 수집된 해양 쓰레기 유형]
Source: Ocean Health Index, “Trash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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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속 미지의 생물들을 보호해야 하나요?

해양의 생물다양성
바다는 생명과 팀을 이루고 있다. 해수 1리터는 20,000마리의 다른 미생물을 수
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해양 서식지는 산호초인데 그들은 모든
해양 생명체의 약 25%를 지원하고 있다. 산호초는 10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면 대략 284,300 평방 킬로미터의 범위를 차지한다. 100,000개 이상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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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초들이 알려져 있으며, 1~3백만 종이 해양 생물 사전에 더 추가될 수 있다.
2004년 한 해에 13,000개의 새로운 해양 생명 종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새로
운 유기체들의 발견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예
를 들어, 암과 관련성 있는 모든 새로운 의약 연구의 절반 이상이 해양 유기체
에 기반하고 있다.
산호초와 같은 생명체는 바다에서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식지들은 지구적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게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현재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해양 생물 다양성 지수의 변화]
Source: UNEP/GRI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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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성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의 산성도
425

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30-50% 가량을 해양이 흡수하고 있다.

400

이 결과,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집중의 증가가 더디게 되었는데 이로 인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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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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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바다가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이것은 바닷물을 조

275

로 바다의 pH 값은 0.1pH 감소했다.
해된 칼슘을 처리하는 바다 유기체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과거에는 이산화

8.28

300

금 더 산성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해양 먹이 그물은 바다의 pH 값에 의존하고 있다. 바다의 산성도의 감소는 용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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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산성도 변화]
Source: R.A. Feely, 2008

탄소의 흡수와 메탄의 흡수로 바다를 산성화시키면서 대규모의 잎마름병이 동
반되어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히려 바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산소의 정도를 적절히 충분히 조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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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값에 따른 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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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혜택이 있기

CO2

대기와 해양 사이의 가스 교환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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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은 태풍, 해일로부터 안전한가요?

쓰나미와 태풍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 기상

■ High Risk
■ Medium Risk

■ Low Risk
■ Very Low Risk

■Pacific Ring of Fire
■Seaquake Prone Areas

이변 현상이 대표적이다. 예정보다 더 강한 태풍의 내습, 강우 강도의 증대, 이
상 파랑의 출현 등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연안에
서의 자연 재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태풍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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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태풍 이외에도 파고의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안의 침식, 침수, 월파 등의 재해 위험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에 거주하거나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연안시설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연안에서의 자연 재해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연안 공간이 다양한 자연
재해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며, 동시에 육지성 자연재해도 함께 발생하

[쓰나미 위험지역]
Source: NEWS18, “Countries most threatened by tsunamis”, 2012. 4. 11

여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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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PC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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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북극 거버넌스
UN 해양법 협약은 각 국가의 해안선에서 바다까지 200해리의 주권을 인정하
고 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바다들은 공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륙붕이 이러한 거리를 넘어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자신의 영해
를 확장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은 북극에 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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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석유와
가스 매장지의 22%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공해에 위치한 이러한 매장지들은 처음
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러시아,

Territorial
Sea

12nm

Exclusive Economic Zone

24nm

Territorial Contiguous
waters
Zone

200nm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Source: Secure Fisheries, “What is an EEZ?”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및 미국은 자신의 영해를 확대하는 주장을 해왔다.
2007년 러시아의 잠수함은 이러한 주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 국
가를 해저에 심었고, 그 다음해에는 덴마크가 관련된 5개 국가와의 긴급한 회
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들의 영해 경계]
Source: R. Win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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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다의 무엇을 보호해야 하나요?

해양 보호 구역
해양 보호 지역(Marine Protected Area: MPAs)는 바다의 건강과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다. 해양 보호 지역의 미래와 그 이후의 성공은
모두 법적이고 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슈이다.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해양 보호 지역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 규모가 작으며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세계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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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World Park Congress)는 모든 바다 서식자들의 20-30%는 해양 보호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이들을 보호해야함을 제안했다. 해양 보호 지역 네트워크
는 현재 확대 중이다.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 보호 지역이 차
고스 제도에 설립되었는데, 그 규모는 544,000 입방 킬로미터에 달한다.
호주에 위치한 Great Bamier Reef는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 보호 지역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과 유

No-take Marine Reserve
No-take Marine Reserve*
Multi-zoned (with some No take) Marine Protected Area
Multi-zoned (with some No take) Marine Protected Area*
Other Marine Protected Area
*Officially designated, not implemented

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적인 해양 운영 및 국제협력에 있어서 큰 기회이다.
[세계 주요 해양 보호 구역]
Source: MPATL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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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국가는 해적으로부터 안전한가요?

해적
200

덴만,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과 같이 매우 비좁은 지역의 바다에서 발생

150

이기도 하는데 그들은 저인망 그물선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업이 위험에 처
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17년 동안이나 분쟁이 지속되
면서 국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의 해적을 바다뿐 아니라, 육
지까지 쫓아가서 소탕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이러한 해적 행
위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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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역별 해적 발생 수]
Source: J.E. Randrianantenain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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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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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동쪽으로 1,000 해리나 떨어진 인도양에서 해적 활동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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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해적은 일반적으로 공해 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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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대개 관리가 부실한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아
Regional

해적 활동은 전 세계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인 지정학적인 이슈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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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바다인가요?

해양관할권 분쟁
전 세계 해양 안보는 전통적 군사적 충돌과 테러, 해적행위, 대량살상 무기 확
산 등 초국가적, 비군서적 상황으로 위협받고 있다. 초국가적 범죄,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환경과 경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포괄안보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해양영
토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해양 | POLITICAL

있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서 영유권과 인접
지역의 해양경계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도서영유권 자체뿐만
아니라 도서영유권 귀속에 따라 관련국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동중국해 분쟁 대상 섬들]
Source: Stratfor, 2012

등 해양경계의 범위, 자원의 채취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의 해양 분쟁
은 국가 간 갈등을 표면화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어서 국제적인 조정이나 사법절
차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남중국해 관할권 분쟁]
Source: Bloomberg, “Territorial Disputes”,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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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흘려보내면 그만입니까?

폐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약 90% 가량이 바로 강, 호수 및 바다로
투척되어 처리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억 톤의 폐수가 처분되고 있다. 폐
수는 광업이나 의약품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산업적인 폐기물, 그리고 다른 형
태의 산업 생산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인간이나 동물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발
생하기도 한다. 모든 폐수는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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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에서는 폐수의 처리와 방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개와 같은 여과 섭식 생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91%가 감소했다. 이러한
유기체들은 시간당 약 5리터의 폐수를 처리하는 등 엄청난 양의 폐수를 걸러
내는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크루즈, 해양 선박들은 항구에 접안해 있을 때와 항해 중일 때 흑수
를 배출한다. 3,000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크루즈선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10,000 갤런의 흑수를, 1백만 갤런의 회색수를 그리고 25,000 갤런의 폐수

Belgium
Bulgaria
Germany
Spain
Croat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Austria
Poland
Romania
Slovenia
Slovakia
Finland
Sweden
FYR of
Macedonia
Serbia
Turkey
Bosnia
Herzegovin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industries
electricity
239.9
7.9
0.4
91.3
37.9
0.6
1180.6
75.4
0.6
602.0
81.4
0.5
1.9
0.0
20.2
6.1
1.3
33.9
2.6
0.7
129.7
3.9
0.0
889.6
363.3
3.6
3.6
42.8
0.1
163.0
0.1
14.4
26.5
14.7
839.0
14.0
-

Industry total

Mining and
Quarrying

530.0
153.6
1534.6
6335.5
84.7
1.9
45.5
40.4
154.3
1487.2
192.2
878.0

42.0
12.5
227.6
47.2
1.7
5.5
0.6
17.8
342.9
47.3
0.1
20.5
26.0

687.7
76.8
528.7

8.2
10.3
41.9

408.1
36.3
460.8

251.6
30.2
26.1

-

9.5

-

9.5

-

-

[2011년 EU 국가의 산업 부문에 따른 폐수 발생량(단위: 백만톤)]
Source: Eurostat, 2011

를 매주 배출한다.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ith access
Country income level
connection

connection&treatment

Low income

3.6

0.02

Lower middle income

12.7

2.0

Upper middle income

53.6

13.8

High income

86.8

78.9

[국가 소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접근성]
Source: UN Wat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