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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바다

유인도 517개3,201개도서수

육지해안선 6,228㎞11,542㎞해안선 길이

2,393㎢갯벌

내수�영해의 29.6%21,000㎢수심20m이내

내수�영해의 18.3%13,000㎢3해리이내

내수포함, 국토면적의 71.2%71,000㎢총

영해

국토면적의 3.5배345,000㎢대륙붕

200해리EEZ, 영해, 내수포함447,000㎢국가관할해역

북한 122,800㎢99,291㎢국토면적

비고현황구분



해양환경이슈 정의

Kofi Annan,  2004 World Environment Day

DEAD ZONE

OVER FISHING

MARINE DEBRIS

The Ocean Conservancy

Artificial Reefs

Bycatch

Coldwater Corals 

Cruise Ships 

Entangled Animals 

Invasive Species 

Marine Protected Areas 

Mercury Contamination 

Offshore Drilling 

Overfishing

Runoff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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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ast Asia Sea Congress

장소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일시 : 2003년 12월 8일-13일

조직 : PEMSEA 

참가 : 

동아시아 해양, 환경 전문가 400명

PEMSEA 가맹 12개국 대표(장, 차관)

동아사이환경언론인 포럼 30명

목적 : 동아시아 해양 지탱가능 발전 전략 검토, 승인



Featuring:

The Ministerial Forum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eas of East Asi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eas of East Asia: Towards a New Era of Region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Side Events
Third Forum of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RNLG) 
Meeting of Experts to Identify Requirements for Scientific Support for 
the Seas of East Asia 
Media Forum on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Thematic Sessions - 1



Thematic Sessions - 2



연안역통합관리계획 – 목적, 배경

계획수립의 목적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설정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질서 확립

계획수립의 배경

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해양중심의 연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연안통합관리 – 성격, 범위

계획의 성격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연안관리법 제5조) 

계획에 의하여 관리(Planning Control)하는 국가계획

계획의 범위

지역적 범위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통합

연안해역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바

닷가

연안육역 :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500m 또는 1Km

내용적 범위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통합



Champions of ICM



국제 이슈로서 해양폐기물국제 이슈로서 해양폐기물

Another Migratory Species!Another Migratory Species!



MARINE DEBRIS

UNEP 지구환경보고서
“해양폐기물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조류와
약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류와 바다거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물질이다.”

해양폐기물 이슈의 특징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이해 관계 대립이 없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대응 국제 동향 - 국제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의제 2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Jakarta Mandate

신천옹과 바다제비류 보존협정

바젤협약

GPA(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실천계획)



해양폐기물 대응 국제 동향 – 지역 사례

OSPAR 협약 - 북해

카르타헤나 협약 - 카리브해

HELCOM - 발틱해

지중해실천계획(MAP)

APEC – 아시아태평양
APEC FWG Marine Debris Seminar (하와이)

일본: 정부, NGO 모니터링, 동해 유실 어구 조사

미국: 하와이 연안 어구 조사, 외래종 유입 규제

호주: 북서부 해안 derelict fishing gear 86%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관련 국내 활동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1999년 –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전국 26개 시민단체 참여

2003년 외국기인 조사

2004년 도서중심 조사

신안군 비금도, 임자도, 

해남 어불도, 거제 이수도

정책 대응 연구

최동현, 조동호, 남정호



국제연안 정화의 날 -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세계의 바닷가와 수로에서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해양폐기물의 기인을 밝혀내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변화시킨다.

해양폐기물 국제연대 운동 사례 - ICC



수중 생태계

해중림, 잘피, 산호초

가장 중요한 해양 자원의 하나

어류나 패류, 갑각류 등 유용 수산동물의 서식지

산란장, 은둔처, 먹이원

해안개발과 환경오염, 갯녹음 등에 의해 황폐화 가속

각종 해양생물 자원이 감소

전복, 소라, 어류 자원 및 해조류 급격 감소

모니터링과 복원



양식

세계 총식량 생산 : 농업 97%, 수산업 3%

농업생산: 곡식 35% 야채 등 51%  낙농품 14%

수산업: 어업 72%

수산동물 57%, 수산식물 42%

어업 최근 5년간 0.5% 성장, 9천만톤

양식업 최근 5년간 9% 성장(90년대 이후)

양식 산물의 비중 현재 28% 2025년 48%

국민1인당 수산물 생산량 67 Kg(미국 3.3배)

연안 및 용승해역 10%, 외해 90%

연안 및 용승해역 99%, 외해 1%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대

바다사랑시민연대

습지보전위원회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