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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서식지의 복원사업들에 대한 비교분석

해외 IP 김주영

요약
해양서식지의 손실은 수생태계와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손실된 해양서식지를 복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많은 해
양서식지들이 손실되고 있으며, 이들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약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미국과 중국의 해양서식지 복원 사
업들에 대하여 비교 및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예, 복원사업의 규모 및 수). 이
분석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해양서식지 복원 사업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안생태계와 해안서식지
해안생태계는 해양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연안지역의 생태계를 의미한다
(Kim et al., 2020). 해안생태계에는 맹그로브, 해초식물, 산호초, 염습지, 해안의
모래사구, 해변가 및 해수욕장이 포함된다. 인간사회는 이러한 해안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맹그로브는 제품 및 식품의 원료,
해안가의 보호 및 침식제어, 수질정화, 어업관리, 탄소제거, 관광 및 여가활동, 교
육,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인간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표 1). 이러한 생
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려면, 해안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해안생태계는 해안서식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영된다. 해안서식지가 다
양한 해안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며,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해안 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
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 분류될 수 있다. 해안서식지는 염수와 담수의 완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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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맹그로브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 (Spalding, 2010; Barbier et al., 2011)
생태서비스

제품 및 식품의 원료

해안가의 보호
해안가의 침식제어
수질정화

기능 또는 사례
l 맹그로브장작
l 과일차 및 아이스크림
파도와 바람의 에너지손실
l 퇴적토의 공급
l 뿌리를 이용한 토양의 안정화
l 영양염류 공급
l 오염물질의 제거

경제적가치

$48,400-58,500

*

$896,600-1,082,100
$367,900

**

*

N.A.

어업관리

어류들에게 서식지 또는 쉼터 제공

$367,900

탄소제거

탄소흡수

$3050

**

*

l 특별한 경관 제공
관광, 여가활동, 교육 및 연구

l 다양한 동식물군들에게 적합한

N.A.

서식지 제공
*
**

연간 1 m2의 맹그러브서식지
1 m2의 맹그러브서식지

이 될 수 있다. 해수가 해안서식지를 통과하면서 염분의 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변 환경의 염분농도 또는 염분농도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의 생
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Madigan et al., 2010). 또한 해안서식지는 주변의 미
세기후를 조절하고, 탄소, 질소와 같은 물질들의 순환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서식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해안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의 배경-해안서식지의 파괴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 요인들은 해안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현저
히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폭풍, 지하수에 대한 염수의 침입,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은 해안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 특히, 해수면의 상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해안서식지에 큰 피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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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수면의 상승하면, 이전보다 많은 양의 해수가 지하수로 유입되기 때문
이다. 이는 지하수와 주변 토양의 염분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육지
의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행된 간척사업과 개발사업 (예, 항만건
설) 그리고 환경오염은 수많은 해안서식지를 파괴하였고, 이는 해안생태계의 파괴
로 이어졌다.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해안생태계가 제공하던 생태서비스의 양적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해안생태계의 생태서비스를 이용하던 사
람들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이
수행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해안복원사업 (Li et al., 2019)
미국과 중국은 비슷한 위도 상에 있는 해안가에서 심각한 해안서식지의
파괴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해안서식지 복원사업
을 수행해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약 22년 동안(1992년-2014년) 미국과 중
국에서 수행된 해안복원사업들을 소개되어있다.

1. 지형적 조건
지형적 조건의 경우, 중국의 국토면
적과 해안선이 미국보다 크고 긴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국토면적은 9,161,966 km2
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12,383 km이다. 중
국의 국토면적은 9,569,901 km2이며, 해안
선의 길이는 18,436 km이다.

2. 추세
그림 1은 미국과 중국에서 22년 동
안 수행된 해안복원사업의 수와 종류를 보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해안서식지복원사업
(기간: 1992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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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2014년까지 해안가와 접해있는 23개의 주에서
1,620개의 해안복원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사업들 중에서 51%는 습지복원사업,
28%는 수중복원사업, 그리고 21%는 고지대복원사업이었다.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1개의 지역에서 914개의 해안복원사업이 종료되었다. 여기서 48%는
습지복원사업, 43%는 수중복원사업, 그리고 9%는 고지대복원사업이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해안복원사업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해안복원사업의 수
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해안복원사업은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
되었다. 중국의 경우, 2000년 후반까지 해안복원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고, 2009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
로 두 국가에서 진행된 해안복원사업의 추세가 변한 이유는 당시 미국, 중국 그리
고 전 세계의 경제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국내총생산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안복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경제침체로 인한 세금납부액과 기부금의 감소 등
이 해안복원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어려웠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습지복원사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지대복원사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고지대복원사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내륙지역과 비교할 때, 중국의 해안지역에 거
주하는 인구의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해안지역에 더 많
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수중복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고지대지역의 복원사업에
대한 수요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

3. 적용기술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에 적용된 기술은 두 국가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수행된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의 45% 이상은 여러 개의 기술을 결합
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거의 80% 사업에서 1개의 복원기술
만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습지복원사업의 경우, 중국에서는 보통 식생기술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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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침식제어, 암거변화 그리고 식생기술이 혼합하여 사용되
었다.

4. 사업비용와 재원
미국은 1,620개의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에 최소 7,980억 원 ($665백만; 환
율 1200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최소 5,016억 원은 습지복원사업에,
최소 1,548억 원은 수중복원사업에, 최소 1,416억 원은 고지대지역의 복원사업에
사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약 180억 원 규모의 비용이 황하의 하류지역의 복원사
업들에 사용되었다. 약 6,000억 원은 광둥지역에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약 360
억 원은 양쯔강 하구와 항저우만의 어류보호사업에 사용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하이난성 지역의 해안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840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안서식지복원사업비용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총사업비용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수행된 많은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협
력하여 진행한 민관산학사업이었다. 보통 4곳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참여기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업비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해안서식
지 복원사업은 거의 중국정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5. 사업기간
중국에서 수행된 약 300 개 이상의 해안서식지 복원 사업의 경우, 일반적
으로 20개월에서 70개월이 소요되었다. 반면, 미국에서 수행된 약 1,200개 이상
의 복원사업의 소요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0개월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
서 수행된 해안서식지 복원사업이 신속히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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