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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  크릴  

이제는 효과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한 때  
 

린  골즈워디 (LYN GOLDSWORTHY)1

남극보호연합 (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개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남빙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하면서도 풍부한 생태계 중 한 
곳으로써, 차가운 해수에 살고 있는 많은 물고기와 고래, 물개, 펭귄의 생존을 지탱해 주고 있다. 
남빙양은 남극수렴선 (혹은 극전선)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는데, 남극 수렴선은 차가운 
남극해수가 북쪽으로 따뜻한 해수를 만나며 형성된 생물학적 경계선이다.  
 
남극 크릴은 남빙양와 남대서양 먹이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크릴이 가장 집중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포유류와 조류의 육상 번식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덕분에 남극의 
여름 동안 이들 동물들의 성체와 새끼 모두는 손쉽게 먹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남극해의 해양 자원은 남극조약의 부분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이후 까밀라로 
통칭)에 의해서 관리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은 1982년도에 발효되었는데, 크릴 조업의 
지속적이며 급속한 확장이 크릴이나 기타 다른 해양 생물량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1 lyn.goldsworthy@ozemail.com.au, 호주 환경정책 자문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 / 2004년 5월 이후, 
대양(심해저)보호연합(Deep Sea Conservation Coalition)과 남극보호연합(ASOC, Antarctic Southern Ocean 
Coalition)의 남극크릴보존프로젝트 (AKCP, Antarctic Krill Conservation Project)의 국제기구 두 곳에서 정책 
분석과 활동가훈련 및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막고 예방적인 장치를 만들어 
감으로서 효과적인 보호 정책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환경관련 계획수립 기관과 환경영향평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 / 1980년대 초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활동에 참여 / 12년 이상 호주정부의 
남극과학자문위원회에 참가하여, 1990년에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1991년에는 호주정부로부터 훈장 수상 / 
1989년부터 대기환경문제관련 그린피스 국제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90년 중반까지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국제대기에너지캠페인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특히 각국의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CFCs추방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원했다 / 1999년도에 동남아시아지역에 그린피스 지부설립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2001년에는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동남아의 명예사무총장직과 인도그린피스의 특별고문역을 맡았다/ 이후 여러나라의 
환경운동단체의 설립지원 및 활동가 훈련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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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활동은  보다 상업적인 어족자원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발전하면서 크릴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8년도 조업 
신고량은 연간 조업량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까밀라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크릴 조업과 함께 크릴의 생태계 포식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관리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까밀라는 남극 생물 조업들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감시 체계로 남극 크릴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한 위성 
선박감시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s), 좀 더 개선된 조업 관련 데이터 보고 시스템, 
과학 전문가 옵저버의 조업선 동승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 도입을 포함한다.  

한국은 수년 동안 남극해에서 정기적인 크릴 조업을 해오고 있지만, 그 조업량은 25,000톤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획된 크릴의 대부분은 낚시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지속가능한 남극 크릴 조업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지도력을 발휘할 
시점에 있다. 크릴 조업선에 대한 100% 옵저버 승선 계획에 대한 지지와 실행은 그러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극 크릴 
 
크릴은 흔히 크릴 새우라고 알려진 외양 갑각류 85여종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다. 학명 
Euphausia superba로 불리는 남극 크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갖는 다세포 생물 
중 하나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집단 분포를 갖는 해양 생물 중의 하나다.  작은 참새우를 
닮은 꼴로, 무게는 약 2g, 길이는 약 6cm까지 자란다. 또 5-7년에 이르는 일생 중 대부분을 
커다란 군집인 무리의 형태로 지낸다.  사방 수 킬로미터를 덮고 있는 크릴 무리는 입방미터 당 
많게는 3만 마리가 모여 이룬 무리로 매우 거대하고 밀집되어 있다. 최근 남극 크릴 전체 무게를 
추정해보니 5천만에서 최대 5억 미터 톤에 이른다.  
 
연구에 따르면 크릴의 굉장히 느린 신진대사 작용으로 인해 먹이 없이도 2백 여일에 가까운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빙하 밑에서 생장하는 조류들을 먹이로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능력으로 크릴이 극한의 남극 겨울 기온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남극 크릴은 남극해와 남대서양의 먹이사슬 중심에 위치하여 수백여 종의 어류와, 오징어, 고래, 
펭귄, 바다표범, 알바트로스 그리고 바다제비류를 먹여 살린다. 크릴 개체군이 가장 높게 밀집된 
지역은 포유류와 조류의 육상 번식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덕분에 남극의 여름 동안 성체와 
새끼 모두는 손쉽게 먹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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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ccamlr.org/pu/E/e_pubs/am/man-ant/fig1.htm 
 
 

 
크릴을 먹이로 하는 주요 생물 

 
펭귄: 남극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주요 먹이인 크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황제펭귄, 아델리펭귄, 턱끈펭귄, 마카로니, 그리고 젠투펭귄 등이 
있다.  
고래: 현재까지 밍크고래에게 크릴은 가장 중요한 먹잇감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크릴의 주요한 소비자로는 블루 웨일, 핀 웨일, 긴수염 고래, 
향유고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여름 동안 먹이를 위해서 남극해로 
이동하고 있다. 대왕고래(blue whales)는 하루 동안 4톤의 크릴을 먹어 
치우기도 한다.  
알바트로스: 검은이마 알바트로스(black-browed)와 회색머리흰가슴 
알바트로스(light-mantled albatross)의 먹이의 40%가 남극 크릴이다. 
바다제비: 일반적으로, 바다제비는 크릴을 먹이로 하고 있다.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종류의 바다제비 사이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바다표범: 남극의 코끼리바다표범(elephant seals)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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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바다표범의 모든 종이 크릴을 먹이로 삼고 있다.  크릴은 남극해 
1,2백만 게잡이바다표범의 주요 먹이감이며 레오파드바다표범의 먹이 중 
50%을 차지하고 있다. 털가죽 물개(Fur seals)또한 대부분 크릴을 먹이로 
하지만, 크릴이 부족할 경우 어류나 오징어 등을 먹이로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는 또한 크릴이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며 대기 중의 온난화 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릴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밤에 해수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먹이를 먹는 동안, 정기적으로 깊은 물속으로 잠수를 하게 되고, 깊은 바다 속에 
탄소를 풀어 놓게 된다. 한 연구결과는 크릴 수 백 마리에 의해서 해양의 바닥으로 격리되는 
CO2의 양은 연간 3천 5백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량과 맞먹는다고 추산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크릴은 기후변화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남극 기후의 큰 
상승으로 또한 겨울 해빙의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크릴에 미칠 중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의 주요 산란장소와 보육장소들이 바로 이 빙하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남극 환경과 그곳의 서식 동물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지금껏 남극 관리 
체계에 고려된 적이 없다.   
 
 
CCAMLR 
까밀라는 남극 조약의 일부분으로, 1982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크릴이 남극 조류와 
바다표범, 고래, 어류 들에 가장 중요한 먹잇감인 크릴의 역할을 고려해 남극해 크릴 조업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장이 전체 남극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수립된 것이었다.  
 

협약의 목적은 해양생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협약은 조업이 분별 있게 이루어지는 한 
조업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까밀라는 남극해의 해양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총회(Commission)와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함께 두고 있다. 총회의 모든 
구성원은 남극해에 관련된 조업 혹은 과학적 연구와 관련을 맺고 있다.   

남극해는 차가운 남극해수가 북쪽에서 따뜻한 난류를 만나면서 형성된 남극수렴선에 의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극수렴선은 효과적인 생물학적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남극해는 실제로 외부와 차단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까밀라는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써 생태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접근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체결된 최초의 국제 해양 협정이다. 생태적 접근법은 단지 현재 조업 중인 
생물종에만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먹이로 하며 연관된 생물종’에 크나큰 역효과를 
일으키는 조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까밀라는 생태계의 상태와 건강을 평가하는 관리 
방식을 개발해야만 한다.  

특히 관리조항 Article II,(3)©은 해양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20년에서 30년 후에라도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 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남극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목적으로 조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가능한 정보, 
외래종 도입으로 인한 변화, 여러 복합적인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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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밀라는 남극 해표 보존협약과 국제 포경규제협약과 같은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호 받고 있는 
남위 60도 이남의 해표와 고래는 별도로 남쪽으로는 남극 대륙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남극 수렴선 
사이의 모든 해양생물들에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보호 수역 경계 주변의 해양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한 권리와 함께 유일한 법적 조건에 의거해 책임을 지고 있다. 남극 조약은 아남극 
주변의 수많은 군도 및 인근 수역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관리와는 상관없이 남위 60° 이남 
지역들에 대한 유일한 영토권을 갖고 있다. 
 
조업의 역사 
 
19세기에, 바다표범 사냥꾼들은 털가죽 물개를 사냥했고, 마침내 공급이 모자라기 시작했을 
때는 기름을 얻고자 코끼리 바다표범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또 적은 개체수의 다른 바다표범들도 
잡아들였다.  

해안가를 기반으로 한 상업 포경은 1904년 사우스 조지아 섬 (South Georgia)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공장형 선박이 개발되면서 포경선은 핀고래와 다른 종류의 고래를 잡기 위해서 더욱 
깊은 바다 멀리까지 이동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처음 포경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 연맹의 
노력이 있기 전까지 15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죽음을 당했다. 1946년 포경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주요 
고래종들에 대한 남획은 점차 금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포경이 이뤄진 
시기는 1986/87년이었으며, 1994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남극해의 대부분을 
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많은 펭귄들이 기름과 음식, 그리고 연료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다. 펭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알과 다른 종류의 새들 조차 사냥감이 
되었다.   

어류에 대한 대규모 상업적 남획은 1970년대까지 이뤄지지 않다가, 곧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트롤어선은(커다란 그물 선박) 양식 사료와 인간의 식용 소비를 위해 먼저 저어(底魚) 
종류(nototheniids, lanternfish)를 잡다가 남극빙어(icefish)를 조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 학명 Dissostichus eleginoides), 일명 
메로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롱 라이너(주낙, Longliners: 긴 낚시 줄-을 이용한 상업 어선) 어선이 
등장했으며, 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알바트로스와 바다제비 등이 긴 낚시바늘로부터 미끼를 
낚아채려다가 익사하기도 했다. 1997년 중반까지 남극해에서만 320만 톤의 물고기들이 
남획되었다.   

먼저, 어류 어업도 발견에서부터 대규모 남획, 이어 급속한 자원의 고갈, 그 대체로 다른 종이나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다표범 사냥과 포경에서 볼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까밀라는 수역 내에서 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급격히 감소한 어종에 관한 조업을 금지하고, 다른 종에 관한 조업제한을 의무화하는 
관리방법을 도입해왔다. 불행히도 메로에 대한 불법어업(IUU,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이 기승을 부려 최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돌게(stone crab, LIthodes murrayi)에 대한 소규모의 시험 조업은 1992/93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경제성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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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오징어(Large squid) 조업은 까밀라 수역 북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조업 대상 생물종 
중 하나인 별오징어(Martialia hyadesi)도 까밀라 협약수역 내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까밀라가 
정한 오징어 조업 제한량은 연간 2천 5백 톤 정도이다.  

크릴 조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1/82년에는 5십만 톤 이상에 달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대부분 소련에 의해서 어획되었으며 어분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초 
대규모의 소련 선단이 조업을 중단하자 일본이 연간 조업량의 50% 이상을 달성하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다. 한때는 75%까지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르웨이가 크릴 조업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약 574만 톤의 크릴이 어획되었다. 최근 조업 실적을 보면, 매년 약 10만 톤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업 기술의 개발과 잠재적인 시장소비자로 인해 곧 6십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림길에 서 있는 크릴 조업?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남극 크릴 조업은 잠재적으로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즉 
크릴과 크릴 가공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 효율적인 조업 방식의 개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남획으로부터 남극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차적인 압력 등 크릴 
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조치를 즉각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거의 지난 40여 
년 간, 남극 크릴 조업은 남극해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그리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대량으로 
잡히는 종일 것이다.  
 
신기술: 
크릴의 습성은 대량 어획하는 데 매우 용이한 조건이 된다. 해수면 바로 아래에서 무리 지어 

다니는 크릴은 눈에 띄기 쉬운데, 이후에도 며칠 혹은 몇 주일을 같은 장소에 머무는 습관이 

있다. 또 몇 년 후에는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회귀 습성이 있기도 하다. 이 작은 갑각류 집단의 

생활습성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식의 상업 트롤선 조업방법에 매우 취약하다. 최신의 

상업선박은 마치 물에 떠 있는 공장과 같다. 고도의 정교한 방법으로 크릴을 잡아 올려 

가공하며, 어획물을 수 초 내에 냉동시켜버린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다국적 기업 Aker ASA 가 

운영하고 있는 Saga Sea 는 이런 공장식 트롤선 중 하나다. 이 트롤선은 바다로부터 수백만 

마리의 크릴을 진공으로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한번의 조업기간에만 자그마치 12 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크릴을 조업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Aker 만이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다른 선박의 선주나 국가들도 이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 

중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배들이 “한번의 조업으로 몇 주 분량을 해치울 수 있는 

지속적인 트롤조업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매년 크릴 어획량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노르웨이 수산당국은 이 같은 9 개의 진공 펌프식 선박 중 

1 대만 조업했을 뿐인데도 신형 선박 시험 조업 첫 해에는 전체 크릴 어획량의 25%, 둘째 

해에는 38%를 어획했다고 밝혔다.  
 
 
 

수산양식업: 
오늘날 남극 크릴의 최대 수요처는 어류의 빠른 성장을 보조해줄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수산양식업계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수산양식업은 이미 전세계 어유의 75%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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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의 40%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아마 수치는 79%와 48% 

정도로 각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수산양식업체에서는 10 년 내에 양식업계가 

모든 어유와 어육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량, 

올라만 가는 가격에 힘입어 어유는 “새로운 황금 시장”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종류의 어종들이 이렇게 양식용 어유와 어육으로 사용되기 위해 어획되어 

왔으며 페루 엔초비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남획되었다. 크릴은 완벽한 대안제품이다. 매우 높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어유 어육의 자원이 되는 다른 어류들의 

문제점이기도 한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더군다나 크릴의 안료는 연어의 특징이기도 한 

“분홍빛” 살결을 만들어주는 원료로서 연어양식에 있어 1 등 공신이라 할만하다.   

 
 
오메가 3지방산: 
크릴은 오메가 3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장혈관건강과 장수를 위한 보조식품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오메가 3는 청어나 정어리와 같은 어류에서도 추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어유에서보다 더 풍부하게 발견되는 산화(노화)방지제 때문에 크릴의 오메가 3가 더욱 

투자할만한 가치를 보인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식품산업은 남극 크릴이 

수은이나 다이옥신 PCB와 같은 오염물질에 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 광고 하고 있다.    

 
의학적 사용: 
크릴의 강력한 소화효소는 제약 산업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떤 의학전문가들은 

현재 크릴 오일이 가지고 있는 산화(노화)방지제는 외과수술 후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빠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 다른 과학자들은 크릴 오일이 가지고 있는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위협 
 
포식자들과의 경쟁: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극 크릴의 산업적 규모의 조업은 펭귄과 같은 육상 기반의 크릴 포식 

생물들이 주로 번식하는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크릴조업선과 크릴 

포식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끼 생육과 관련해 먹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산란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극반도에서의 여름 

조업은 펭귄이나 바다표범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와 동일한 장소와 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영국남극연구소(BAS)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서남극 일부 지역에서 크릴의 수요가 

이곳에 서식하는 크릴 포식자의 수요를 이미 초과했다. 따라서 펭귄과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사우스 조지아 섬과 남극해의 

섬들에서 20 년 이상 관찰한 결과 바다새들과 바다표범들도 새끼들을 먹이기 위한 크릴이 

부족한 해의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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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앞서 말했듯이, 과학자들은 크릴의 증감과 해빙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  
최신 기후모델은 지구온난화 결과로 인해 21세기 전반에 걸쳐 남극해빙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크릴과 기타 다른 생물들의 번식은 빙하 증감의 
변화를 보여주는 계절별 총빙 주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겨울 동안 길고 넓게 덮힌 빙하는 
크릴이 성장하는데 먹이로 하고 있는 조류(ice-algae) 좋은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계속 되는 포식자들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쉼터 역할도 한다. 조류 또한 겨울과 이른 봄 사이 어린 
크릴에게 가장 중요한 먹이 자원이 된다. 해빙의 감소와 동시에, FAO/까밀라 48이남 구역에서의 
크릴 개체수는 1970년대 이래로 80%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빙의 감소는 
실버피쉬(silverfish ,Pleuragramma antarcticum)와 같은 빙하를 서식지로 하는 어종 뿐만 
아니라 남극해의 연안에 살고 있는 중요한 어종의 감소를 가져 온다.  
 
남극 반도는 지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심한 온난화를 겪고 있다. 북극과 함께 남극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온난화가 이뤄지는 지역으로, 겨울 기온의 경우 지구온난화 비율의 15배  
이상 증가해왔다.  지난 61년 동안, 남극 반도의 244개 해양 빙하의 87%와 빙섬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빙하의 생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경계가 현저하게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다.   
 
남쪽의 벨링스하우젠 해와 남극 대륙 주변에서의 해빙 밀도와 지속기간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후 변화 경고 시스템에 따르면(the Southern Annular Mode) 서쪽의 로스 해에서는 
빙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말이다.  
 
남극 대륙 상공의 대류권(대기의 가장 낮은 층, 지상으로부터 최대 8km까지 지칭)또한 지난 
30여년 사이 눈에 띄게 따뜻해지고 있다. 이는 성층권(대류권의 상층에 있는 대기층)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냉각 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온실효과 가스 증가에 따른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극해도 최근 수 십년 동안 대기권과 설빙권 
내에서 불균형 상태를 지속해 왔다.  염도도 낮아졌고, 3,천m 까지 수심은 이전보다 따뜻해졌다.    
 
이러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종이 바로 아델리 펭귄(Pygoscelis adelie)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에인리(David Ainley )와 윌리엄 프레이저(William Fraser)가 최근 기고한 
내용을 인용한다. 
 
 “남극 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남극 반도의 끝점 주변을 관찰해 보면, 연평균 기온이 
겨우 지난 30여년 동안 4.5도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일세기 동안 1.4도 증가했을 뿐이다. 이렇게 쉽게 환경이 변화하는 이곳에서 아델리 펭귄 
개체군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겨울 동안 새들에게 먹이의 제공처가 되는 
해양으로 빙붕이 더 이상 멀리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물학자 윌리엄 
프레이저(William Fraser)는 5만 6천마리의 아델리 펭귄이 사라져간 50 평방 마일 지역을 
모니터 하고 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곳 지역에서 아델리 펭귄은 앞으로 10년 안에 
지역적으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연구를 해온 펭귄 개체군 중 한 종은 
작년에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1천 마리의 암수 한 쌍이 0이 된 겁니다.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델리 펭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라고 
프레이저는 말한다. “인간들은 이곳 펭귄들이 겪은 모든 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에인리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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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에서 폐쇄된 크릴 조업:  
2006 년 3 월 태평양 수산업 관리위원회는 해양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일대에서 진행된 크릴 조업을 금지하였다. 최근 북반구에서 

이루어졌던 크릴 조업의 폐쇄로 남극 크릴의 개체수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릴 조업 관리 대책 
 
최초의 크릴 관리 대책은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이 시점에서 까밀라는 크릴 생물량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지역적으로 포식자 개체수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정선의 연간 크릴 조업 
제한량을 정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에 적정하게  부응해 
크릴 관리 조치를 정하도록 하는 “피드백 관리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직 완전한 
제도로 자리잡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틀을 통해 조업과 크릴 포식자 개체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피드백 관리 절차 시스템이 없었을 때, 까밀라는 임시적 관리 대책을 취했는데, 특히 크릴 
조업이 집중된 남서 대서양 48 구역에 대해 크릴 조업 제한량을 책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 이후 크릴 조업 제한량은 48구역 뿐만 아니라 까밀라 구역의 51% 이상을 
덮고 있는 남 인도양의 두 구역까지 적용되었다. 태평양 88구역과 과 48.6구역에서는 조업 
제한량이 적용되지 않았다.   

조업제한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까밀라는 크릴 산출 모델(KYM,Krill Yield Model)을 고안해 
냈는데, 이는 인간 수요가 필요로 하는 크릴 생물량을 계산할 때 크릴 포식생물들(남극에서 
크릴을 먹이로 하는 생물종은 매우 많다)의 요구량을 고려하여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1991년 KYM  산출을 통해, 48구역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사전예방 차원의 크릴 조업 제한량은 
150만 톤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48구역 전체에 적용되었다.  

초기에 크릴 조업이 남극 모든 주변에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대부분 크릴은 남서대서양에서 
어획되었고, 지난 십 년 동안 거의 이 지역에서만 집중적인 크릴 조업이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릴의 대부분이 빙붕이나 빙붕이 갈라진 지역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 지역은 바다표범이나 
펭귄과 같은 육상 기반의 크릴 포식자들이 새끼를 낳고 먹이를 구하는 번식지와 일치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빙양의 많은 구역에서 크릴 조업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의 
크릴 개체수가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결과적으로 육상 기반의 포식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따라서 까밀라는 48(48.1-48.3) 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크릴 조업 제한의 제정에 
보완적인 대책을 만들게 되었다. 게다가 1991년, 과학위원회는 지역적으로 집중된 크릴 조업의 
잠재적 영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두 가지 점을 결합시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a) KYM(최초 제한량 150만 톤)으로부터 도출해낸 통계적 48구역에 사전 예방차원의 크릴 조업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  

b) 육상 기반의 크릴 포식동물 서식지 근처 조업지역부터 최고 어획량을 기록한 곳까지 모든 
지역에 크릴 조업량을 제한 할 것. 이는 지역적 포식자에 대한 조업의 잠재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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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까밀라는 어로행위가 집중된 – 흔히 48 구역으로 알려진 - 남대서양에서 크릴 

제한량을 확정하였다. 전체 상한선을 4 백만 톤으로 확정하고 이를 네 개의 소구역으로 나눠 

할당했다. 48 구역은 더욱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해 일단 전체 어획량이 62 만 톤에 이르자  더욱 

작은 단위로 구역을 세분화해 어획량을 책정하는 데 단초가 되었다. 2002 년 동의 하에 수립된 

이 같은 조치는 지역적 자원 고갈로부터 크릴 포식자의 먹이공급량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량의 

지리적 분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02 년, 까밀라는 드디어 48 구역을 15 개의 더 작은 

지역으로 세분화했는데, 각 구역에 해당하는 제한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까밀라 과학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세분화한 구역 단위 사이에서 크릴의 어획 제한량을 

분배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산업계는 크릴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들이 서식하는 중요 지역이어도 그에 개의치 않고 이익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62 만톤에 달하는 조업을 하게 될 것이다.  

 
2008년도 조업 시즌에 대한 어획량 신고를 보면 62만 톤을 초과한다.  

 
효과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때 
 
까밀라 회원들은 크릴과 크릴의 포식자, 더 나아가서는 남극 해양 생태계의 감독관이다. 따라서 
크릴 포식자 개체 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또 까밀라 관리체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릴 생물량의 상태다.    
크릴 개체에 대한 남획의 위험은 미미하게 드러난 반면, 이미 증가 추세의 크릴 어획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이득은 이미 확실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식자들의 번식지와 크릴 조업 
구역이 부분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취약한 육상 기반의 포식 생물종들에 대한 지역적 악영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조업이 더 넓은 원양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넓은 대양에서 먹잇감을 구하는 
포식자들에 대한 정보와 크릴 가용량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지 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육상 기반의 포식생물들의 경우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 조업 규약들이 해양 자원의 남획과 이후 해양 생태계에 관한 영향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그 필요성이 명백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대응적으로 관리 
체계나 혹은 관리 행위를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까밀라는 크릴 조업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에서 
이러한 실수를 답습하기를 거부했다.   

까밀라는 소규모 관리 단계(small-scale management level)내에서 피드백 관리 절차 개발을 
포함해, 생태계 접근 방식에 따라 크릴을 관리하는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의 
창구다. 이를 통해 크릴 포식자 개체가 크릴 조업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전략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동승한 과학 전문 옵저버에 권한을 주고, 데이터 보고를 더 세밀하게 하며, 모든 크릴 
트롤선에 조작이 불가능한 VMS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다른 종류의 남극 어종 감시방법과 
똑같은 관리 시스템을 남극 크릴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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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들에게 풍부한 먹이 자원을 남겨줄 수 있도록, 소규모의 관리 
단위에 기초하여 어획 제한량을 책정한다  

• 남극해양에서 조사되는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갖고, 주요 생물과 다른 생태계 자원들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적절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남극보호연합(ASOC)은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 한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 특히 결정적 제한량인 62만 톤을 초과하는 조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극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릴 조업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의 조속한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고,  

• 그 첫걸음으로 크릴 조업 선박에 대해 100% 옵저버 승선 제도를 지지하고 실행하며  
• 현재 진행 중이며 또 계획된 크릴 조업이 남극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포식생물과 서식지역에 대해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지하고 
요구한다. 

• 크릴을 포함한 남극보호 이슈 관련 전지구적 이슈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 기후변화 영향이 결국 크릴과 크릴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들에 연관된 관리 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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