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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규모의 기후시스템에서 해양은 매우 크고 중요한

요소이다. 과연 “기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상 (혹은

날씨, weather)과 기후(climate)의 차이점을 혼동하지만,

기후는 예측하는 것이며, 예측된 자료는 기상으로 결과

를 얻는다. 예를 들면, 기상연구에서는 태풍이나 저기압,

고기압 같은 개별적인 날씨의 형성, 이동, 그리고 예측

을 한다. 반면에 기후연구에는 기상연구의 결과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

고 나타날 것인지, 태풍은 위도상으로 변화를 주며 향

을 미칠 것인지에 하여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기상 (혹은 날씨)’은 기권에서 발생하는 단기간의 변

화에 한 사항을 다루지만, 기후는 보통 30년 기간의

변화를 예측한다(Maribus, 2013). 기후변화라는 것을

부분의 사람들이 온도나 강수량의 변이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갑작스런 온도와 강수량 변화는 많은 자

연적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大氣圈 (atmos-

phere)은 개별적 시스템이 아니며 지구상의 다른 시스

템, 즉 해양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빙권 (빙하와 눈), 생

물권 (동물과 식물), 토양권 (토양), 그리고 암석권 (바위)

등 다른 시스템과도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

화의 산물인 남북극의 빙하는 수백만 년 동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 에 들어 급속하게 녹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해양과 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시스템의 거 한 상호작용

으로 저기압이나 태풍, 허리케인 등 기상은 불과 며칠

사이에 경로와 속도를 달리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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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2007b).

기후에 미치는 인간의 향은 과거 수백년간 급속하

게 증가하 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기후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많은 가스들을 기에 방출시켰다. 그 결과

기권의 태양 열복사 시스템의 균형을 깨면서 지구온

난화를 유발시켰다. 이산화탄소 (CO2)를 비롯하여 메탄,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CO2)이며,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280 ppm이었던 농도가 현재 390 ppm으로서 20세기에

들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함께 기온이 상승하게 되

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지구상 중요한 해류의 하나인

컬프해류 (Gulf Stream System, 멕시코 만류, 플로리다

해류, 북 서양 해류)로 이어지는 해류계 (북 서양의

북아메리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暖流로써 멕

시코만류)에도 향을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

과 가스 농도에 절 적인 향을 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탄소순환 같은 로벌 이화학적 순환의 변화를 일으킨

다 (IPCC, 2007a).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용해된다. 산업

혁명 이후 해양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절

반을 흡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작용은 매우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기후에 한 해양의 역할

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기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간의 활동일 것이다. 이 결과

구 동토의 땅이었던 그린란드가 녹기 시작하여, 지구상

해수면 높이가 수 미터 상승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극의 빙하는 조각이 나서

바다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량의 담수의 증가는 양

순환 (Oceanic circulation)에 치명적인 향을 주며 21

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은 1 m가 넘을

것이다(Maribus, 2013).

물은 기후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의 도

는 염분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차갑고, 염분이 높은

물은 무거워서 깊은 바다에 잠긴다. 이것이 양에서의

물 순환의 원인이 된다. 각 극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물 순환을 對流 (convection)라고 하는데, 북태평양 지역

의 물은 류에 의하여 2,000미터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며, 해저로 확장하면서 도가 더 높은 심해층까지 확

산된다. 차갑고 높은 염도의 지표수가 류에 의해 깊은

수괴 (sink)형태로 가라앉으면 염분 있는 물이 적도방향

으로 계속 흘러오게 된다. 적도로부터 북극으로 올라 온

물은 다시 냉각되면서 심해로 가라앉게 된다. 심해로 가

라앉기 전에 해수표면의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들을

량으로 흡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류 기점에서 이

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저온과 고염도는 류

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극지의 고

도 물은 적도로 려나게 되는데, 이것을 열∙염분순

환 (thermohaline circulation)이라고 한다. 비록 류는

일부 극지에서 발생하지만, 이것이 열∙염분순환을 촉

발시켜서 전 세계의 해류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양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류와 열 수지를 변화하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기권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양에서도 높은 농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양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탄산 (Carbonic acid)

농도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것으로 물의 산화를 증가

시킨다. 산화된 해양수가 해양생물(어류 포함)과 생태계

에 미치는 향은 날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약화되고

있는 열∙염분순환이나 멕시코만류가 어떻게 해양생물

군집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양의 해류를 통하여 이동하는 게나 어류

의 치어의 생활사에 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위험에 한 것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

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과거 수십 년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을 적용하여 지구상의 온실가스배출이 지속

한다면 21세기말에는 지구상 모든 곳이 1 m 가량 침수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결과 몰디브와 같은 섬 국가는

수십 년 내에 침수되어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무인도

로 남을 것이다(IPCC, 2007a).

인간 사회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상

황을 가능한 한 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

시스템은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매우 천천히 반응하고

어떤 변화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

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위기는 기후 관련 가

스의 배출을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충분한 모티브를 제

공한다. 더 이상 기후변화에 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미 많은 연구와 자연 현상이 제시한 바

와 같이 기후변화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탄소 기술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서 지구 기권과 수권 (해

양)의 온난화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지구 기후변화는 역

사상 기 속의 이산화탄소의 변동과 접한 관련이 있

다. 산업화 이후 30퍼센트 이상 급속하게 발생한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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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인간 활동에 의

한 것이다. 현재 390 ppm까지 도달한 이산화탄소의 농

도는 21세기 말에는 600~700 ppm에 달하게 될 것이

다(Maribus, 2010).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의 산성화는 더욱 촉진된다. 앞서 설명되었지만, 

기와 바다 사이에서 가스치환이 일어나고 있다. 기 속

의 이산화탄소 수위가 증가하면 인근 바다의 이산화탄

소 농도도 따라서 증가한다.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바다

속에서 탄산으로 변화하며 이것이 해양산성화를 유발한

다 (Caldeira and Wickett, 2003). 이렇게 진행되는 산성

화로 인하여 조개, 산호, 성게와 같이 껍질과 뼈 를 갖

추는 해양무척추생물에게 필수적인 탄산염광물 (carbo-

nate mineral, 炭酸鹽鑛物)의 형성에 치명적인 향을

준다.

이미 많이 연구된 사례 중 하나는 산호인데, 이들의

골격은 산성화에 매우 취약하다. 산호와 산호초는 난류

성 어류의 산란지이고 서식처이다. 이산화탄소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산호는 멸종될 가능성이 많다. 조개, 성게,

불가사리와 같은 무척추동물의 경우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 탄산염 생산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들 생물들은

탄산염 생산뿐 아니라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오징어나 연어 등 보다 활동적인 어류의 경우 이산화탄

소 증가가 성장률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양산성화에 치명적인 향을

받는 것은 플랑크톤이다 (IPCC, 2007a). 광합성을 하는

해양식물성플랑크톤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요소이다. 식물성플랑크톤은 광합성을 위하여 수면위에

서 생활한다. 따라서 해양산성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플랑크톤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온도, 빛, 

양염류 등 다른 변수들의 작용에 의하여 다르게 발생한

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해양산성화, 기타 요인 등이 복

합적으로 해양생물의 생존과 생산에 향을 미치고 있

지만, 생물종이나 지역 마다 다르게 향의 결과가 나타

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FAO, 1994). 문제는

이러한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이 생물상 자체에 국한

하지 않고, 생태계 시스템 속의 먹이사슬에 의하여 연쇄

적으로 타 생물과 생태계에 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며, 그 피해의 마지막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Worm et al., 2006). 부분이 식물과 동물들

의 서식처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하

여 이러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연

계된 다른 향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

리는 이것을 ‘복합적 스트레스’라고 한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중에서 기후변화에 의하여

확장되는 것은 해양의 지속적인 산성화, 해수온도의 상

승과 관련 효과, 염분 농도의 상승과 감소, 부 양화, 방

조제건설에 의한 퇴적과정 변화와 해류변화, 외래종의

확산 등이 있다.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에 의하여 수많

은 환경 변수가 동시 다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이 해양 생물체

와 군집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하여 보다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북극의 플랑크톤의 경우

에는 따뜻한 해수온도가 적합할 것이고, 어떤 발틱해의

담수성 플랑크톤의 경우, 염분 감소는 서식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서식처의 경우, 외래종 도입으로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이러한

환경요인의 변화는 생물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로서 작용하게 된다. 어류나 해조류의 경우, 이

러한 스트레스를 피하여 이동하게 된다 (Francis and

Hare, 2004). 무생물적 스트레스는 생물이 적응할 수 있

는 시간 여유가 없이 발생할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무

생물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생물은 생존을 위하여

보다 양호한 곳으로 후퇴한다. 그러나 물러설 만큼의 시

간과 공간이 없다면, 그 서식처는 다른 종으로 체되며

원래 종은 소멸된다. 다른 종들로 채워진 군집은 원래

군집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생물종 쇠퇴의 잠재적 결과

는 켈프 해조류 숲의 자생종인 해달의 사례로 알 수 있

다. 켈프 (Kelp)를 주식으로 하는 성게의 포식자는 해달

이다. 과거 해달 사냥이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성게 개체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켈프

숲도 파괴된 것이다. 해달과 켈프 숲의 서식처가 파괴되

면서 연안 해류의 변화도 바뀌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00의 어종이 있으며, 수백 종

정도가 상업적 어획으로 잡는다. 수산업의 최 관심은

연간 수확량과 내년에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어획량이

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하여 확 되는 규모의 상업적

어획은 지구규모의 해양서식처 전체를 변화시킨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한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조

사된 것 보다 좀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

속가능한 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otsford et al., 1997).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생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이 특정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하느

냐에 한 것이다. 작은 어류의 주식인 동물성플랑크톤

의 양과 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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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어획(bycatch)하여 조사한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수어획’은 특정 생물을 포획하는 과정

에서 함께 그물에 들어온 불특정 어류나 동물들이 결국

버려지면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해양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 세계 연안지역

은 지정학적 경계를 포괄하는 광역해양생태계 (Large

Marine Ecosystems, LMEs)로 분류되었다 (Francis and

Hare, 2004). 이렇게 분류된 지구상의 연안해양지역은

64개이다 (Fig. 1). 광역해양생태계에는 전 지구의 95%

어장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인간 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수천만 명이 바로 이 광역해양생태계 주변에

거주하며 어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해양생태계는

생물학적 요인에 사회경제적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광역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이러한

개념도 원유생산 같은 경제적 측면 보다는 뒤쳐진다. 광

역해양생태계의 개념은 해양서식처의 중요성에 한 경

각심을 주기 위한 장치이다. 광역해양생태계 (LMEs)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광역해양

생태계(LMEs) 프로젝트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정치적 방향과 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한 인

지도가 낮다. 이 사업의 관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

육이다. 지역의 과학자들이 국제 전문가와 함께 어장과

어획량, 순 생산량, 최근 해류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변

화 등에 하여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과거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수산경 조사하기에

부족한 예산으로 가까운 연해에서 조사 해 온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기술적 정보와 지식은 미래 어업 보전 노

력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중

요한 목표는 다양한 광역해양생태계 (LMEs)를 평가하

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양의 지

속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

분야의 모듈에 의한다(Maribus, 2010).

-서식처 생산성: 식물성플랑크톤과 동물성플랑크톤의

생물다양성, 생체량, 광합성 활력도 등의 측정.

-오염정도와 생태계 건강성: 생물독성, 부 양화, 해양

생물 내 질병변화 등의 측정.

-어류와 어업: 어류와 갑각류의 생물다양성 조사, 잠

재적 어장의 조사와 어류조성의 변화 등 조사.

-사회경제: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 사실의 실질

적 적용 가능성 조사, 지속가능성 원리에 한 경제기반

경 방법의 평가 등.

-거버넌스: 어업, 관광,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있는 관

계자들의 지역 관리계획 참여 등.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업

어업은 수만 년 동안 인간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제

공하 다. 그러나 어류는 식량 이상의 고 문화 형성에

도 향을 주었다. 이제는 이러한 신비적인 특성은 사라

졌고, 남은 것은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뿐이다. 세계식량

기구(FAO)에 의하면, 6억~8억의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어업에 의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AO는 아시아

에서만 87%인 5천4백만 명이 어부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부분이 소규모어업 (small fishery)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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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rge marine ecosystems. Retrieved from http://www.eoearth.org/view/article/154169.



있으며, 따라서 어획량도 높지 않다 (1.5톤/1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Table 1).

어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산업어업과 전통 어

업(소규모 어업). 각 지역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독일과 유럽국가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한

다(FAO, 2012; Maribus, 2013).

-소규모 연안어업: 작은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하루

정도 연안역에서 어업을 하며 부분 작은 정박지를 가

지고 있음.

-소규모 근해어업: 게 18~40 m 규모의 선박을 이

용하여 수일 동안 작업. 규모 항만에 정박.

- 규모 근해어업: 40 m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며 유

럽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활동함. 수확한 어류는 즉시 냉

동하여 각국에 판매함.

한편 모리타니,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좀 다르게

분류한다.

-소규모어업: 14 m 이하의 선박으로 별도의 조타실이

없음. 부분이 목선이며 작은 모터나 풍력에 의존한다.

-연안어업: 14~26 m 길이의 무동력 선박이나 26 m

이하의 동력선.

-산업어업: 앞서 두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형

선박. 모리타니아의 경우, 오징어를 낚을 수 있는 별도

의 산업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는 거의 중국의 트롤

선박과 유사하며 방식도 비슷하다.

장인어부들의 생계가 산업어업에 의해 위협을 받은 것

은 단지 저개발국가의 현상만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

서도 소규모 가족단위의 어업은 사양길이다. 연료비 상

승과 후계자 부재에 의하여 소규모 어업은 날로 쇠퇴하

고 있으며 그 자리를 형 어업이 차지하게 된다(Perry

and Ommer, 2003). 1990년 캐나다 동부의 구 남획

으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어업이 붕괴된 사실이 있다.

어민들은 캐나다 연안에서의 어종 감소를 강력하게 경

고하고 있으나 아직도 트롤어선을 가진 형 회사에서

는 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다른 어업관련

업종으로 전환하 지만, 부분 다른 연안지역으로 이주

하여 생활하고 있다 (Ommer, 2010). 이것과 유사한 상

황이 1970년 북해 청어어업이다. 어장이 고갈되기 전

불과 몇 년 전에 어업금지를 선포하 고, 다행이 어장은

회복되었지만, 이미 많은 어민들은 파산하 다. 그 자리

에 몇몇 거 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

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과학자들은 해양환경과 어장

의 보전뿐 아니라 어업경 에서의 사회학적 관점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의 학제간 협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럽국가의 어업직은 쇠퇴하고 있다 (Frost and

Anderson, 2006).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그나마 형

어업을 유지하도록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독일이

나 덴마크의 경우 선박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고하고 어류의 소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

은 세계 최 생선 수입지역이다(Table 2). 2010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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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ional fishery productivity in 2010 (ton year-1). (Ref-
erence from FAO, 2012)

Region Fishery Aquaculture

Africa 2.0 8.6
Asia 1.5 3.3
Europe 25.1 29.6
Latin America, 

6.8 7.8
Caribbean countries
North America 16.3 69.0
Oceania 17.0 33.3

Total 2.3 3.6

Table 2. Import and export of marine product in major countries (unit: Million US$). (Maribus, 2013)

Export Import

Countries 2000 Year 2010 Year Countries 2000 Year 2010 Year

China 3,603 13,268 USA 10,451 15,496
Norway 3,533 8,817 Japan 15,513 14,973
Thailand 4,376 7,128 Spain 3,352 6,637
Vietnam 1,481 5,109 China 1,796 6,162
USA 3,055 4,661 France 2,984 5,983
Denmark 2,756 4,147 Italy 2,535 5,449
Canada 2,818 3,843 Germany 2,262 5,037
Netherlands 1,344 3,558 UK 2,184 3,702
Spain 1,597 3,396 Sweden 709 3,316
Chile 1,794 3,394 Korea 1,385 3,193
Total 26,349 57,321 Total 26,349 69,949
World 55,750 108,562 World 60,089 111,786



은 전 세계 유통량의 40%에 해당하는 40억 US$의 수

산물을 수입하 다. 두 번째 수입국은 미국이며, 세 번

째는 일본이다(Maribus, 2013). 따라서 로벌 수산자원

의 중요한 보전역할은 결국 이 세 지역에 의해 결정된

다. 이 지역의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환경친화

적 양식에 하여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아직도 개

발도상국에서는 소규모 어업이 주요 산업이지만, 어민들

에 한 지원과 후생복지는 매우 빈약하다. 특히 어린아

이들이 소규모 어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류의 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의 어

민 노동조건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 결국 규모 선단

에 의한 산업적인 조업으로 인하여 어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류의 정확한 위치나 행동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어

장이 있으며, 매년 어느 정도로 어류가 번식하고 성장하

는지에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전 세계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추정이나 예상치일

뿐이다. UN산하의 FAO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조사와

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려고 한다 (FAO,

2012). FAO에서는 2년에 한번씩 SOFIA Report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를 발간한다.

생선은 전 세계 식량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UN의 국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 자료를 토 로 만들어진다.

하나는 어민들의 자료로서 어민들이 각 정부에 보고하

는 자료, 특히 해양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하는 어민들의

자료를 토 로 만들어 진다. 두 번째는 과학자들의 자료

이다. 어민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며, 직접 어선에 승

선하여 어류의 나이, 크기, 길이, 그리고 개체수를 측정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자 독자적으로 과학 선박을 이

용하여 다양한 지점을 선택하여 어장의 특성을 파악한

다. 또한 이러한 어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어망을 사

용하는가에 한 것도 측정한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

은 각 정부, 연구기관,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리된

후 FAO에 모이게 된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어민

들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 조사

한 자료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FAO에 보내지게

된다.

FAO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약 1,500곳의 규

모 어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FAO, 2012). 그

러나 그 중에서도 약 500여 곳 정도가 어장량을 추정할

정도이다. 이들 어장들은 수십 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된

곳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접경수역인 EEZ의 경우

에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 FAO도 정확

한 어장의 위치와 어장의 규모에 한 자료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상호

협력하여 세계 어장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FAO는 500개 어장 중에 약 56.4%가 이미 고

갈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 의 수산 국가이다. 그러나 소규

모로 구성된 어선들에 의해서 규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Maribus, 2010, 2013). 2009년까지 세계

에서 두 번째 어업국가 던 페루는 2013년 현재 세계 4

위로 하락하 으며, 그 자리에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포

함되었다. 러시아는 2004년에는 불과 1백만톤에 불과하

으나 현재 4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까지 6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거의 EU국가들의

규모에 접근할 수준이다(Maribus, 2013).

광역해양생태계와 어장

FAO는 세계 양을 19개 주요 어장으로 구분한다

(Fig. 2).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구분은 단순히 인근 국가의 정부나 연구기구 등에서

보내주는 어획량 자료로 구분한다. 앞서 설명한 광역해

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에 기초를 둔 다른 분

류시스템도 있지만, FAO의 전통적인 구분 방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19개 지역은 다시 3개의 범주로

구분된다(Maribus, 2013). 첫째 그룹(I group)은 1950년

이후 어획량의 변동을 보이는 지역이며, 둘째 그룹 (II

group)은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는 지역, 세 번째 그룹

(III group)은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FAO는 이러한 구분은 전 세계 500개 어장에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토 로 나눠진 것이다. 그러나 19

개 지역 중 북극과 남극의 세 지역 등 네 지역은 어획

활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

제 I 그룹

동중부 서양 (FAO어장 Number 34, Fig. 2), 남서부

서양 (41), 북서부 태평양 (61), 북동부 평양 (67), 동

중부 태평양 (77), 그리고 동남부 태평양 (87)이 포함된

다. 이 5개 지역은 전 세계 어획량의 52%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오늘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북서

부 태평양이다. 2010년에 전 세계 어획량의 1/4인 2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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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톤을 수확하 다. 이 어종의 부분은 작은 크기의

멸치이다. 동중부 서양과 동남부 태평양은 남미 연안

에서부터 시작되는 양분이 높은 용승에 의해서 어류가

풍부하다. 이러한 용승에 의해 멸치나 정어리 등 무리로

몰려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획은 매년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양분이 높은 해수가 심해에서

지표로 올라와서 플랑크톤의 성장과 번식에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하여 해류가 약해지기 때문

에 플랑크톤도 줄어들고 어류의 먹이도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인 세계 어장 규모와는 다르게 동중부 서양

의 52% 어장은 이미 과다어획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43%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오로지 4%만 어획이 가

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예, 세네갈). 정어리가 표적인

어종이다. 남서부 서양은 매우 심각한 어획량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어종은 아르헨티나의 구와 브라

질의 멸치이다. 두 종류 모두 과다 어획을 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멸치어장은 약간 회복을 보이고 있

다고 한다. 이 지역 어장은 50%가 과 어획 상태이며,

41%는 매우 고갈된 상태이고, 오로지 9%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FAO는 북동부 평양에 긍정적

평가를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최 수확기록은 1980년

으며, 주요 어종은 구류이다. 오늘날 80% 어장이 완

전히 고갈되었고, 10% 정도만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해양기후 체계가 달라지

고 있어서 구와 연어 등의 먹이가 되는 동물성플랑크

톤의 형성이 변화되고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Fran-

cis and Hare, 1994).

제 II 그룹

이 지역은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서 서양 (21), 북동 서양 (27), 중서부 서양 (31),

지중해와 흑해 (모두 37), 남동 서양 (47), 그리고 남서

태평양 (81) 지역이 포함된다. 과거 5년간 이 지역은 전

세계 어획량의 평균 20% 정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북동 서양에서 구, 가자미, 넙치의 수확은 서

서히 감소하고 있다. 동북 북극의 산란 어류들이 2008

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960~1980년 의 수준

으로 어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심해어종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남동 서양의 상황은 62%가 완전 고갈

된 상황이며, 31%가 과다 어획, 7%만이 일상적인 어획

홍선기308

Fig. 2. The FAO divides the oceans into 19 major fishing areas which differ markedly in their annual catches (ton /living weight). The bar
charts show the conditions in the corresponding maritime regions. These 19 fishing areas a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ann-
ual fluctuation of fish catches (http://worldoceanreview.com/wp-content/downloads/wor2/WOR2_chapter_3.pdf). Each bar shows
situation of fishery development (Left: non-fully developed, middle: fully developed, right: over-developed).



이 가능한 곳이 되었다. 북서 서양의 빈곤상태는 계속

되고 있다. 구나 농어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이 두

종에 한 상업어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

집약어업 이후 어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돔발상

어, 각시가자미, 큰넙치 등 이 지역 주요 어종의 재생을

위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77%의 어장은 완전

히 고갈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중해와 흑해는 모두

하나의 FAO어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은 50%가

과다 어획, 35%가 완전 고갈, 17%가 어획가능 상태이

다. 이 지역에서는 유럽 구, 붉은숭어가 과다 포획되고

있다. 정어리나 멸치 등은 여전히 고갈되거나 과다 포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III 그룹

이 그룹은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어획이 증가하

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중서부 태평양 (71), 동인도

해양 (57), 서인도해양 (51)이 포함된다. 중서부 태평양의

어획고는 1970년 이후 1천1백톤 (2010)을 기점으로 계

속 증가하고 있다(전 세계 어획량의 14%). 그러나 상황

은 변하고 있으며 어장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특

히 동지나해 서쪽 어장은 특히 심각하다. 과거 상업적

어업이 별로 없었던 동지나해는 최근 중국의 집약어업

산업이 확산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매년 중국의

어획량 목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집되는 어민들의 자료는 정확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 동인도해양의 연간어획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2010년 사이에 17% 어획량이 증가하 다. 안다

만해와 벵갈만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42%가

량은 특별한 어종이 아니다. 이처럼 집약적이고, 과다어

획을 하는 저개발국가 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어종, 어

획량에 한 자료는 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FAO의

19개 주요 어장은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더 구분이

된다. 예를 들면, 동인도해양의 어획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이곳의 세부지역인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다. 어장 보호를

지속함에 의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고의 어장을 유지

하고 있다. 또한 남서인도양 어업위원회(Southwest Indi-

an Ocean Fisheries Commission)는 서인도해양의 세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140여 어종을 관리하고 있다.

결 론

세계 식용어패율의 개인당 소비량은 1961년 9.1 kg

year-1에서 2009년에는 18.5 kg year-1로 50년 동안 배

로 증가하 다. 인구도 2.3배 증가하 기 때문에 식용어

패류의 공급량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6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거기에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도 늘어날 것으로 기

되어 수산자원의 수요압력은 지속적으로 확 되리라

예상한다. 현재 전 세계의 바다는 남획, 난개발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수산자원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Worm et al., 2009).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데

이터에 기초한 적절한 ‘자원관리형 어업’과 ‘환경배려

형 양식’에 크게 기 를 해본다(Mora et al., 2009).

세계의 수산자원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적절한

자원관리형 어업에 의하여 자원량을 회복시키고 있는 어

종, 또한 이러한 어업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Botsford et al., 1997). EEZ가

설정되기 전에는 공해상에서의 무질서한 남획이 자행되

었다(Agnew et al., 2009). 그 결과 자원고갈에 직면하게

되었고, EEZ내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자원량을 회

복시켜 어업을 부활시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원관리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지는 노르웨이에

서는 전통적 북해 청어어업이 번성하 지만, 어획량은

1965년의 120만톤을 기점으로 70년 전반에 걸쳐 성

어 (成魚)의 6~8할을 포획했기 때문에 자원량이 격감,

절멸의 위기에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70년 후반부

터 금어에 가까운 엄격한 어획제한을 설정하여 어업을

관리하게 되었고, 80년 이후 자원량이 순조롭게 증가,

어획량은 80년 후반에 80만톤까지 회복되었다. 어획제

한에 성공한 것은 단순히 연간 포획 가능한 양을 설정했

을 뿐 아니라 어선별 할당량 (Individual Vessel Quota,

IQ)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Katsukawa, 2012). 어획량

만을 설정할 경우 (올림픽 방식), 어민들의 포획 쟁탈전

이 벌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질의 생선보다는 수

량 확보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시장성이 없는 작은 물

고기라도 포획하여 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생선 포획은 어장의 황폐를 초래한다. 한편 IQ방식의

경우, 기존 어획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양보

다는 질에 목표를 두게 되므로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고가로 팔 수 있는 성어를 포획하게 된다. 단가가 높은

생선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 안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를 고려할 때, 성어 (산란할

수 있는 어류 개체)의 양은 어획 시작 전의 수준의 40

~50%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그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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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면 어획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20%미만의 경우에

는 禁漁, 10%를 밑돌면 자원붕괴로 판단한다. 노르웨이

의 청어어업 경우에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산란성어의

양을 전제로 적절한 어획량이 설정되었고, 둘째, IQ방식

에 의한 어획량 조정에 의하여 자원량이 회복함과 동시

에 어업의 생산금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뉴

질랜드에서는 1983년에 IQ방식의 일종인 ITQ (Indivi-

dual Transferable Quota, 할당된 어획량을 매매할 수 있

는 방식을 채택하 다. 이 경우, 채산성이 없는 어업자

의 양을 규모 경 자가 취득하여 어업의 효율화를 도

모하는 장점도 있지만, 규모 업체에 의한 독과점의 염

려가 있다.

격감하고 있는 세계 수산자원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서는 과학적 차원에서 적절한 어획량을 정하고 미성숙

한 어류의 남획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Kawaguchi,

2013). 그러한 의미에서 IQ방식이나 ITQ방식을 도입하

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3). 한편 어업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1997년에 설립한 해

양관리협의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에

코라벨 (eco-label) 제도가 있다 (http://www.msc.org/).

이것은 지속가능한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임을 나타내는

국제인증제도이다. 2013년 5월 17일 현재 세계 202개

국의 어업자가 MSC를 취득하고, 100개 이상의 어업자

가 추가 취득을 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법으로서 어족자원 감소압력이 없는 양

식을 기 할 수 있다 (Matsuda and Katsukawa, 2002).

현재 양식의 세계생산량은 자연어획에 의한 생산량에

가깝다. 이 중에서 부분은 중국의 자국소비용인 잉어

나 민물고기류이지만, 양식생산을 수출용산업으로 육성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연어나 송어의

양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4~2008년까지에

생산량은 약 4배로 확 , 세계 생산량의 4할을 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량의 20%가 양식어류이다. 민물

장어, 덤, 새우, 방어는 일본 국내생산량의 반 이상이 양

식어류이다. 양식이라고 해도, 산란부터 시작하여 치어

를 생장시키는 것뿐 아니라 바다에서 자연 치어를 포획

하여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도 이 양식으로도

천연 자원량의 압박은 완전히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참

치나 장어의 경우, 산란된 치어를 키우고 나아가 산란도

시키는 완전양식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식은

비교적 고요한 해역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나 약제의 과다투여에 의한 환경악화가 염려된다.

또한 양식어를 1 kg 키우기 위해서는 3~10 kg의 사료

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종에 따라서는 반드시 자원보전

과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환경배려형 양식도 개

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새우양식을 전통적인 양

식기법에서 배워서 인공사료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조방형으로 생산하는 에코슈림프가 주목 받고 있다. 향

후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어나 참치

등 양식이 어려운 어류의 양식기술의 개발, 사료, 약제,

생장기법에 이러한 환경배려형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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