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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시민환경연구소 글로벌포럼1

국제 남극보호연합(ASOC)2

 

                                            
1 지구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영어토론 소모임, 2주마다 모임이 열린다.   
2 Antarctic Southern Ocean Coalition; 직역하면  ‘남극남빙양연합’이지만 환경보호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남극보호연합’이라고 

부른다. 전세계  250여 환경단체들의 연대운동체, 환경운동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남극보호연합에 가입했고  2002년부터 

시민환경연구소가 동아시아 사무국을 맡아서 남극조약당사국총회(ATCM)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등 국제회

의에 참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NGO들의 연대운동인 국제크릴보호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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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지구 온난화와 남극 생태계 
 
2. 지구 온난화와 남극 크릴 
 

3. 크릴 조업의 문제점 
 
4. 국제 사회의 크릴 쟁점 
 
5. 남극 크릴과 한국 사회 

 
6. 한국정부의 남극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별첨1; 조사보고서, 남극 크릴미끼 사용에 관한 바다낚시인 대

상 설문조사  

 

별첨2; 참고논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협약과 남극크릴-백색

대륙에서의 생태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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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지구 온난화와 남극 생태계 
 

１) 지구 온난화-지난 1백 년 동안 지구온도는 0.74℃(기후 연구 모델에 따라 1.4

도) 상승 (UN사무총장 기후특사 한승수, 외교통상부 주최 심포지엄 연설내용)  

２) 오랜 기간 물리적으로 안정된 남극 환경에 적응해 온 남극 생물들은 지구 온난

화와 오존층 파괴에 의한 자외선 증가에 더욱 취약하며, 이번 세기 말에는 지구

온도가 6℃가량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저해지며 

지난 30년 간 심한 기온 상승으로 겨울 빙하가 녹으며 지속 기간이 감소 추세.  

３) 지구 온난화에 따른 남극 빙하의 손실은 빙하를 기반으로 하는 남극 생태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크릴, 펭귄, 백곰, 해표 등). 

 
[2007년 5월 17일자 일간지 게재 남극 위성 사진] 

 
[지난 50년간 남극반도 주변 244개 빙하중 87%가 사라짐. 출처; 남극연구과학협의회 

(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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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지구 온난화와 남극 크릴  
 

１) 크릴의 생존에 직접적 영향. 크릴의 먹이가 되는 식물플랑크톤은 해빙주변해역

에서 집중 서식. 따라서 해빙 주변과 빙하 아래에서 번식, 생장하는 크릴에 직

접적 위협이 된다. 

２) 크릴은 어떤 생물인가?  

 
 

① 크릴(학명:Euphusia Superba)은 난바다곤쟁잇과에 속하며 그 종만 80여 종

으로 전세계 찬 바다에서 서식, 남극 크릴은 20여종.  

② 길이 2½인치(6cm), 무게 약 2g, 갑각류처럼 탈피하며 5-7년 생존함. 

③ 남극 여름(북반구의 11월)이 시작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재생하는 식물성 플

랑크톤을 먹으며 생장함- 생장 조건으로 빙하와 밀접한 연관. 가장 밀집도

가 높은 크릴군집들은 크릴을 먹이로 하는 새들과 물개들의 번식지역에 가

까이 존재한다. 이들은 크릴을 주먹이로 하면서 새끼들을 부양하며 남극여

름을 지낸다. 

④ 해양 생태계 생물 종 중 가장 밀도가 높고 방대한 군집생활, 다 자란 크릴

은 단위 입방미터안에 수 천에서 수 만 마리가 군집을 이루며 길게는 수 킬

로미터까지 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군집생태가 상업적 어획의 표적이 되

고 있다. 해수면 2백 미터 이내 수심에서 밀집 생활하므로 눈에 쉽게 띄며 

같은 장소에서 며칠 간 머뭄, 몇 년 후 같은 장소로 회귀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⑤ 과학자들은 음향장치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남극 크릴의 총량이 6천만 톤에

서 1억5천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생물자원량(biomass)을 평가하고 있다. 

남극 크릴분포는 남빙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생태학적 범위와 일치하는데 남

극대륙 빙붕에서부터 남극프론트 구역까지 이른다. 넓이로는 약 3천6백만 

평방킬로미터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관리구역을 넘어선다.  

⑥ 영하 57도 미만의 가혹한 기후 조건에 적응한 신진대사, 독특한 단백질 분

해 효소, 오메가 3지방산, 고단백,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과 청정 남극 해역 

서식 등의 특징들로 관심을 받음.   

⑦ 각종 어류, 오징어, 고래, 펭귄, 바다표범, 알바트로스 등 남극대륙과 주변 

해역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초. 즉 대부분의 생물들이 크릴을 직접 먹이로 

하는 크릴 포식자들이거나 크릴과 먹이사슬 단계가 2단계 이내에 위치한다. 

⑧ 펭귄(번식과 생명 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의존), 고래(대왕고래의 경우 하루

에 4톤), 알바트로스(전체 먹이의 40%를 크릴로 섭취), 바다표범(코끼리 해

표를 제외한 모든 해표의 먹이, 레오파드 해표의 경우 약 50%), 바다제비, 

물개, 오징어 등 지구상 해양생태계에서 상위단계의 큰 생물들이 한 가지 

기초 먹이로 의존하는 현상은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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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을 중심으로 한 남극 생물들의 먹이사슬, 출처-ASOC KRILL COUNT] 

 

⑨ 크릴의 경우 해빙의 증감과 관련해 자원량이 변동되는 등 기후 변화에 민감. 

⑩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남극 생물종이 큰 영향을 받는데, 남극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아직까지 남극관리조항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출

처-ASOC KRILL COUNT).  

 

３) 2007년 초 미국 NBC –TV 현지 취재보도;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남극생태계

의 핵심생물인 크릴이 현재까지 80%가량 줄었다 경고.  

 

４)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크릴의 역할 

 

① 크릴은 대양에서 서식하는 다른 작은 동물과 같이 하루 중 아래 위로 이동

하는 데 밤에는 먹이를 섭취하기 위하여 위층에 머물고, 낮에는 천적을 피

하기 위하여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크릴의 이런 행동이 탄소를 해양 내부

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연구는 이미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격리되

는 양은 많지 않을 걸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크릴의 연직 이동이 하루에 

딱 한 번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새로운 연구를 통해 크릴이 하룻밤에도 여러 번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계산에 따르면, 남극 크릴은 이러한 행동으로  

3천 5백만 대의 차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저에 격리시킨다. 

 

 

３ 크릴 조업의 문제점 
 

１) 남빙양에 대한 남획과 자원 붕괴의 악순환  

 

２) 포경업과 물개사냥으로 시작한 남빙양 개척의 역사는 2백 년이 넘는 남획의 역

사  

① 털가죽물개(1709~1825), 코끼리 해표(1920년대 초까지 1백만 마리 이상 도

살)  

② 포경업(1904~1982년 상업포경 중지): 원양포경업의 등장과 1930년 대 포경 

성행으로 약 4만 5천 마리의 혹등고래와 흰수염 고래가 포획-> 참고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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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래, 향유 고래, 이어 밍크고래 남획-> 1994년 남위 40도 이남의 남빙양

을 고래보호구역으로 선포. 약 90여년 간 약 1백5십만 마리의 고래 포획  

③ 어류 어업: 어류남획은 1969년 조지아 섬과 커구엘렌 군도 주변에서 시작. 

남극대구->남극빙어->Patagonotoghen guntheri: 1990년대까지 대부분 소련

과 동구권 국가에 의한 남획-> 파타고니아 이빨고기(1980년대 중반) 어획량 

증가: 전체 305만 톤의 어류 어획  

 

３) 크릴 조업 역사 

 

① 1972-73년 시작, 수산양식의 사료로 어획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크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50만 톤 이상 어획되면서 정점

을 이루었다.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붕괴로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던 

크릴어업이 중단되면서 크릴조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후 최근까지 

평균 1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크릴조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크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② 1990년대 연간 35만-40만 톤 어획(전세계 갑각류 어획의 13%)-이후 연간 10

만 톤 어획으로 안정화하자 까밀라 협약에서 4백만 톤 규모로 조업쿼터 증

가  

③ 그러나 지난 40여년간 남극 크릴조업은 남극해에서 가장 큰 소득원이 되기 

시작했고, 점차 연간 몇 십만 톤 규모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제 크릴은 세

계에서 가장 많이 잡아들이고 있는 자원 중 하나가 되었다.  

④ 1990년대 초반까지 크릴 최대 남획국은 소련(동물 사료로 씀), 그 뒤를 이

어 일본이 연간 수확량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 한 때 전 세계 크

릴 어획량의 75%까지 도달.  

⑤ 현재는 노르웨이가 세계 1위로 명백한 최대 크릴 조업국, 대한민국은 그 뒤

를 이어 세계 두 번째의 크릴 조업국(2004/2005년도 시즌에는 세계 1위).  

 

４) 크릴 수요 

 

① 극히 일부만 식용으로 쓰이고 대부분 수산 양식사료나 낚시 미끼로 사용.  

② 크릴보호캠페인의 배경 

A 크릴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B 현재 크릴산업은 두 가지 양상: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오래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크릴 조업국의 조업량은 당분간 크게 증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른 한 군인 노르웨이 등은 새로운 크릴 조업기술의 

적용으로 크게 조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C 시간으로 보면, 앞으로 3 년 내에는 크게 조업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3 년 
이후부터 2012 년 사이에 조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D 크릴을 이용한 시장의 경우, 제약산업에서의 이용이 향후 10 년 내에 매우 빠른 
속도와 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 낚시미끼 등 불요불급한 수요로 지구촌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생물종이 
남획되고 남용된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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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05년사이의 남극크릴 조업증가 추세]  

 

③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크릴 어획량이 매년 약 10만 톤에 꾸준히 머물

렀던 반면 2001년부터는 확연한 증가 곡선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남극에서 

이 같은 최신식의 펌프식 조업이 시작된 2년 직후, 동종업계에서 계약된 9

척의 배 중 겨우 1대만이 운행되었을 뿐인데도, 첫해 2004에는 25%가, 2005

년에는 38%가 증가하였다. 

④ 2006-07년 주요 조업국의 어획량 계획 신고 내용을 보면 64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Country(국가명) Notification(신고량) 

Norway 21만 톤 

Cook Islands 17만 5천 톤 

Vanuatu 8만 톤 

Ukraine 6만 5천 톤 

Russia 6만 톤 

Japan 3만 톤 

Poland 2만 톤 

Chile 1천 톤 

총 64만 1천 톤 

 

 

 

 

 

 

 

 

 

 

[2006/2007 조업시즌 크릴어획량(한국제외), 출처-ASOC Krill industry 리포트] 

 

５) 떠다니는 공장-크릴 조업선; 노르웨이의 다국적 기업 Aker ASA가 운영하고 있는 

Saga Sea는 고압펌프로 크릴과 함께 바닷물을 빨아 들인 뒤 즉석에서 가공처리. 

한 시즌에만 자그마치 2만 톤의 조업 가능.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톤의 크릴을 

남획하고 있다. 한번의 츨어로 몇 주 분량의 조업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

제다. 현재 상황에서 이 신규 크릴조업선의 관심은 크릴조업 한계선에 이를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처럼 조업구역이 크게 그어져 

있을 때는 조업량이 큰 배가 크게 유리하지 않고 크릴조업구역이 세분화되면 매

우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이다. Aker사는 2009년에 한 척을 추가할 예정.  

 

６) 주변 생태계 영향 

 

① 크릴은 남극 해양생태계 존속의 중추적 역할(크릴에 생존을 의존하는 포식

자가 다양함, 먹이망이 단순)  

② 크릴 남획으로 인해 크릴에 의존하는 남극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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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이 이뤄지는 구역이 크릴 포식동물들의 번식 장소로 새끼를 생육하기 

위한 먹이 크릴을 인간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③ 영국남극연구소(BAS)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남서 남극의 일부 지역에 서식하

고 있는 크릴 포식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양보다 더 많은 크릴 조업

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펭귄과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사우스 조지아와 남극해의 섬들

에서 20년 이상 관찰되고 있는 바다 새들과 바다표범들에게도 새끼들을 먹

이기 위한 크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４ 국제사회의 크릴 쟁점 
 

１)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① CCAMLR: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까밀라 협약이라 부름) 

② 수산 자원의 남획과 자원 붕괴가 심각하자,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

력의 필요성 대두. 1970년대 시작된 크릴 조업이 본격화될 경우 크릴을 먹

이로 하는 고래 및 생태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1980년 체결, 1982년 

발효. 24개 회원국, 한국은 1985년 가입  

③ 까밀라 협약의 원칙 

A 사전예방적(precautionary principle) 조치  

B 생태적 접근방식(eco-system based approach):생태계 전체를 관리단위로 

수산어종 뿐 아니라 이에 의존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간접 영향까지 고려 
 

２) 크릴 관리의 개선 필요 

 

① 크릴은 남극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까밀라 협약 대상인 다른 

어종들에 적용되는 VMS 및 옵저버 선승 등의 까밀라 모니터링과 감시 대상

이 아니다. 

② 크릴 조업은 좁은 해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어획이 이뤄져 문제,   

③ 크릴의 경우 해빙의 증감과 관련해 자원량이 변동되는 등 전지구적 기후 변

화에 큰 영향을 받음,  

④ 또한 확장 가능성 있는 크릴 시장과 기술 개발은 크릴 조업을 단기간에 증

가 시킬 가능성이 높음. 즉 까밀라 협약이 생태계와 조업의 상호작용을 전

적으로 고려한 관리 절차를 승인하고 실행시키기도 전 이미 위험 수위에 도

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⑤ 크릴에 의존하는 포식자의 수요를 고려한 어업 제한 할당량 기준 제시 필요,  

⑥ 기후 변화등과 관련된 불확실한 변수들을 고려.   

⑦ 새로운 정보에 따라 융통성 있는 관리.   

⑧ 까밀라는 이런 쟁점들을 고려하여 크릴 조업 제한량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３) 크릴 관리 개선방향 

① 국제 옵저버의 승선 의무화(International independent observer system) 

A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어획량 신고 관리 방안 필요 

B 메로 등 기존 CCAMLR 어종 옵저버제도 수용  

② 위성선박감시장치(VMS-Vessel Monitoring System) 도입 

A VMS로 크릴 조업선의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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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로 등 기존의 CCAMLR 관리 어종은 모두 VMS제도 수용  

③ 소규모관리단위(SSMU) 도입;  

A 어획 구역의 소규모관리단위(SSMU :small-scale management units) 에 따

른 어획 제한필요,  

B 2000년 까밀라 협약은 어로행위가 집중된 48구역의 크릴조업한계를 연간 

4백만톤(총량추측은 44.3백만톤)으로 상한 설정, 과학위원회는 62만톤이 

한계(trigger limit)로 이 구역을 SSMUs(small scale management units)

개념에 의해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C 2002년 과학위원회의 제안과 동의에 따라, 크릴 조업의 관리와 포식 동

물의 먹이 공급량을 보존하기 위해 위해 48 구역을 15개의 지역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켰다(SSMUs).  

D 과학위원회는 현재 각 구역에 해당하는 제한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④ 국제 크릴보호 프로젝트 연구진의 의견  

A 2005/2006년에 5나라의 7척이 크릴조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0만5천
톤이 보고되고 있고 과학위원회는 12만5천~13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B 문제는 현재의 13만톤이 언제 62만톤에 이를 것인지 알 수 없음. 
C 카밀라조약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Region-wide 즉 너무 넓은 조업구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certainties 즉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62만톤이라는 조업구역 세분화 한계에 언제 도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D 과학위원회가 사전예방적 원칙과 생태계시스템에 기초한 관리원칙에 의
한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는 한 62만톤이라는 결정적 한계(trigger 

level)룰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５ 남극 크릴과 한국 사회 
 

１) 한국의 크릴조업 

 

① 한국은 1978년 크릴 시험 조업을 시작하며 남빙양에 진출. 현재 메로와 크

릴을 어획하며 오징어 시험 조업에도 참여.  

② '78∼'92까지 정부에서 총 44억원을 지원하여 크릴 어장을 개발 독려. 주요 

크릴 조업 및 수출 국가로 성장 

③ 연간 4-5만 톤 규모의 조업.2000년대 들어 연간 4만 톤 정도의 규모,  

2004/2005년 공식보고된 어획량이 세계1위로 4만2천톤이 넘음.  

④ 국내 크릴 반입과 반출 실태 

 크릴 (단위:톤) 

 계   반입   반출  

38,898 20,977 17,921 

[2006년도 크릴 조업 및 수입량, 수출량, 출처-해양수산부]  

 

２) 한국에서 크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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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5%

식용
5%

낚시미끼용
90%

    
[한국에서의 크릴 소비] 

 

３) 낚시 애호가들에 대한 크릴 설문조사 (설문조사 보고서 별첨자료 참조)  

① 제주, 포항, 울산 등 3개 항구도시와 기타 지역에서 146명의 바다낚시인을 

대상으로 대면설문, 미끼로 사용하는 크릴에 대한 정보와 인식 설문 

② 조사대상 절반 이상인 58%의 응답자가 남극크릴을 미끼로 사용함.    

③ 전반 가까운 46%의 응답자가 크릴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지 못했고, 55%

가 지구온난화와 인간조업에 의한 크릴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  

④ 남극크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나자, 73%의 응답자가 정부가 크릴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4%는 낚시미끼로서의 크릴사용량을 줄여야 한

다고 답했다.  

⑤ 53%의 응답자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크릴사용을 규제한다면 지지

하고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４) 남극 크릴보호운동의 의의 

 
① 지구촌 유일한 세계공원(world park)의 생태계보호,    

 

② 인간의 남획에 의한 남극생태계 멸종위기의 교훈, 

 

③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위기의 적신호,  

 

④ 지구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좋은 사례,  

 

 

６ 한국정부의 남극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１) 남극을 ‘해외 영토’운운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8명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남

극에 대한 인식,  

② 2007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서의 남극에 대한 인식,   

 10



 

=> 남극은 무주공산이 아니다. 유일한 세계공원이며 지구환경위기의 바로미터다. 

남극2기지(대륙기지)를 국제공유기지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보여주자.  

 

２) ‘바이오공학기술’과 ‘자원개발’이 목적인 한국정부와 한국과학계   

① 극지연구소의 주력연구분야 남극환경연구가 아닌 ‘바이오기술분야’ 

② 남극에서의 ‘자원개발’을 대비하는 한국정부의 남극투자  

③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남극담당부서는‘해양환경과’가 아닌‘해양개발

과’  

 

３)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지정사업이 필요없다는 기획예산처 

① 남극조약 가입 수 십여년 만에 환경부가 나서 세종기지 부근의 펭귄서식지

를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남극생태계 보호활동 시작,  

②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 2008년초 ASPA 관련 국제워크샵 

예산을 삭제, 남극을 ‘바이오공학기술’ 개발지와 ‘자원개발’대상지 정

도로 생각하는 한국정부 고위관리의 근시안 드러내,  

 

=> 남극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 환경, 해양, 과학 분야에

서 리더쉽을 보여야 할 곳. 국수주의적 소견을 벗어 던지고 지구환경문제 해결

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남극환경문제 해결기여를 남극활동의 평가잣대로 삼아

야.       

 

４) 남극은 한국정부 관계부처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는 분야 

① 남극관련법안과 주요 국제회의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의 남극담당자는 2

년에 3번 이상 바뀌는 자리,  

②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서도 남극담당은 매년 바뀌어, 남극관련 국제회의에

서 매년 새로운 담당자가 선보여,   

③ 과학기술부는 극지연구소의 관할부처지만 남극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해 전혀 

무관심,  

 

=> 주요 국가들이 수 십년간 남극회의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

에 앞장서, 해양수산부에서 남극분야는 해양개발과가 아닌 해양환경과에서 맡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５) 한국은 남획국가,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  

① 이제 한국은 남획국가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② 해양수산부내에 해양환경기획관실(국장급) 신설, 이제 해양자원보호와 수산

업의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 선보여야, 원양업계의 남획문제는 해수부 해양

환경기획관실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   

 

=> 그동안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남획문제 해결 및 지구촌 해

양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자.  

  

６) 남극 크릴을 잡아다 레저낚시 미끼로 써버리는 한국사회  

① 세계1-2위의 크릴조업국가,  

② 잡아온 크릴의 90%를 레저낚시 미끼라는 불요불급한 수요로 낭비하는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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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업계와 낚시인의 환경의식 각성을 촉구하며, 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크

릴미끼 사용을 중지하자. 남극생태계의 상징이며 남극먹이사슬의 근본인 크릴보

호에 앞장서자  

 

=> 남극에서의 과학연구는 지구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다, 한국은 

특히 UN사무총장과 WHO사무총장 등 국제사회의 리더를 배출하여 지구촌의 리더쉽을 발휘

해야 할 국가로서 남극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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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크릴미끼 사용에 관한 바다낚시인 설문조사 보고서   
 

남극크릴 미끼 사용에 관한 바다낚시인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조사일시; 2006년9월~2007년3월 
조사기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１ 결과요약   

１) 거제, 울산, 포항, 속초 등 항구도시 바닷가에서 만난 낚시인 146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 실시.   

２) 조사대상 절반이상인 58%의 낚시인들이 남극크릴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음. .   

３) 전반 가까운 46%의 응답자가 크릴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지 못했고, 55%가 

지구온난화와 인간조업에 의한 크릴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  

４) 남극크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나자, 73%의 응답자가 정부가 크릴사용을 규

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4%는 낚시미끼로서의 크릴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５) 53%의 응답자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크릴사용을 규제한다면 지지하고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２ 기초통계분석  
 

１) 설문조사 지역 

 
- 이 설문은 2006년말부터 2007년 초까지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

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함.  

- 거제, 포항, 울산 등 3개 항구도시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설문을 실시하여 모두 146개의 설문지가 수거됨.  

      

２)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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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4 연령분포로 구분되어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답함.  

 

３) 낚시빈도, 얼마나 자주 낚시를 하십니까? 

 
- 39%의 응답자가 ‘한달에 한번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주마다’가 33%로 많았다.   
 

３ 주요 질문의 응답분석    
 

１) 귀하는 어떤 미끼를 사용하십니까?  

 
- 58%의 응답자가 크릴을 미끼로 사용한다고 답했고, 29%가 지렁이를 쓴다고 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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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크릴과 떡밥을 섞어서 사용하십니까? 

s ome t ime s

44%

a lw ay s

42%

no u s e

14%

 
- 모두 86%의 응답자가 크릴과 떡밥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답했고, 이주 42%는 항

상 섞어서 쓴다고 답했다.  

 

３) 크릴과 떡밥을 섞어서 쓸 때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1kg

73%

2kg≤

27%

 
- 응답자의 73%가 1kg 정도의 크릴과 떡밥을 섞은 미끼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나머

지 27%는 2kg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４) 크릴과 떡밥을 섞어서 사용하면 낚시가 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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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67%

no

33%

 
- 67%의 응답자가 크릴과 떡밥을 섞어서 사용하면 낚시가 잘된다고 답했다.  
 

５) 크릴이 머나먼 남극바다에서 잡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yes
54%

no
46%

 
- 절반이 약간 넘는 54%의 응답자가 크릴이 남극에서 잡혀온다고 알고 있었고, 46%

는 크릴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지 못했다.  
 

６) “고래와 같은 큰 포유동물에서부터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크릴을 먹이로 하고 

있어 크릴은 남극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크릴조업에 의해 크릴이 남극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y es
45% n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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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조금 넘는 55%의 응답자가 크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

다. 

 

７)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크릴을 많이 잡는 나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① 남극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크릴조업량과 수입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지구환경문제, 특히 남극생태계를 고려하여 크릴 조업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남극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없다.  

control

40%

reduce

34%

careless

26%

 
- 모두 73%의 응답자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중 40%는 정부가 크

릴조업량과 수입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크릴조업량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８) 정부가 레저낚시(sports fishing)에 사용되는 크릴 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릴의 문제점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러한 정책에 동의한다.   

② 크릴사용 여부는 사용자에 달린 문제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③ 정부가 크릴사용량을 관리하는 데 반대한다.  

yes
53%

no
15%

fishermen's
choice
32%

 
- 응답자의 절반 조금 넘는 53%가 정부가 크릴 사용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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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는 사용자에게 달린 문제라고 답했으며, 15%는 정부의 크릴사용관리 정책에 반

대한다고 답했다.  

 

９) 현재의 크릴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roper
32%

expensive
48%

cheap
20%

 
- 절반 가까운 48%의 응답자가 현재의 크릴가격이 바싸다고 답했다.  

 

４ 지역별 응답분포  

 
- 포항의 낚시인들이 크릴사용을 가장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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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응답자의 66%는 항상 크릴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 포항응답자의 76%는 크릴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안다고 답했다.  

 

 
- 거제 응답자의 63%는 정부가 크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울산응답자의 55%는 정부가 크릴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５ 주요 질문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 분포  

 
- 크릴이 어디에서 잡히는지 젊을수록 더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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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을수록 크릴 사용비율이 높았다.  

 

 
- 크릴 사용규제에 대해, 30대가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50대이상이 가장 

소극적으로 답했다. 크릴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30

대와 50대 이상이 낮았다.  

 

 
- 정부의 크릴사용관리정책에 대해 30대가 가장 크게 지지했고, 50대가 가장 낮았

다. 사용자에 달렸다는 응답율은 20대이하가 가장 높았다.  

 

６ 낚시 빈도에 따른 응답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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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71%와 매달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73%가 미끼로 

크릴을 선호했다. 계절별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크릴선호도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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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목;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과 남극크릴; 백색대륙에서의 생태계관리, 

출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 2006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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