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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정규과정 대응기반 구축․운영(4차)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어류남획, 오염물질 증가,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

계 변화, 자연재해 증가, 어업생산량 감소 등 해양환경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일부 선진국 및 지역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환경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

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신뢰할만한 정보 및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환경

평가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 간 해양환경보호 노력을 강화시키려는 신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유엔총회(결의문57/141)에서 

전세계 해양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Regular Process를 수행하기로 하였으

며, 제 64차 유엔총회(A/RES/64/71)에서 Regular Process 1차주기(2010~2014)가 승

인되었다.

UN Regular Process는 국가별․지역별 해양환경상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의 생물․비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 시의적절한 해양환경상태의 예측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간 해양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UN Regular Process 수행의 결과물인 해양평가통합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해양 

관련 보고서 중 최상위 보고서로서, 보고서 내용이 모든 회원국의 해양평가 및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 타 보고서에 비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시, 중국 

및 일본, 혹은 이 두 국가에 호의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상

태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우리나라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될 여지가 있

다. 또한 이의 결과가 보고서로 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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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명 및 국가관할권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보고서 작성 시 국익에 반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작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등 Regular Process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과제는 Regular Process 1차주기 추진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대응활동을 도모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시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Regular Process 1차주기 동향을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대응을 한다.

둘째, Regular Process 1차주기에 관여할 전문가그룹 즉 우리나라 전문가 및 국

내 전문가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Regular Process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활동과 역량 강화를 증진한다.

넷째, 국가대응협의회 등 체계적인 국가대응을 위한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다섯째,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고서 사

전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내용 수행 결과에 따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연구개발의 개요(서론)로서 연구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내용,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설명한다.

제 2장과 3장은 전체작업반회의, 지역별 워크숍, Bureau회의 등 결과와 Regular

Process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Regular Process 시행체계와 추진현황을 기술한다.

제 4장은 2012년도에 국제적인 차원과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Regular Process 대응

활동을 기술한다.

제 5장은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2013년도에 중장기대응전략을 수립한다.

1) 2012년 3월 현재 회원국에서 UN에 추천된 보고서 작성에 기여할 전문가는 총 168명이며, 중국에서
는 자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무려 63명을 추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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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UN Regular Process는 기존 국가적, 지역적 평가에 근거하여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전 세계 해양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매커니즘

을 제공하여 통합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지원하고 전 세계 해양환경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 접근방법은 통합적인 생태계평가이며, 해양환경평가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

간의 네트워킹 증진, 능력배양, 지식기반의 강화를 통한 지역적, 소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평가과정을 장려한다. 또한 해양환경 관련 압력을 지정하고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된 대응관리를 파악하고 성공여부를 평가한다. 평가프레임워크는 드라이버

(Driver)-압력(Pressure)-상태(Status)-영향(Impact)-대응(Response)을 기본 분석프레임워크로

사용한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경향을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작업반회의를 통해 1차주기 보고서 아웃

라인이 승인되었으며, 1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Bureau가 설립되었다.

보고서 아웃라인은 총 7부. 4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해양 순환, 해양/대기 

상호작용 등 해양 주요 생태계 서비스, (2) 수산 양식 등 식량 확보 및 안전, (3) 해

상운송, 항구, 육지기원 오염물, 해양탄화수소산업, 해양에너지, 해양폐기물,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해양유전자원 활용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활동, (4) 해양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등 전반적인 해양분야를 모두 다루게 되어 있다. 모든 장에서 

사회경제적 측면과 능력배양 결함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의 정책은 평

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Bureau 활동으로서 총 3회의 Bureau회의가 개최되어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

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저자가이드라인

이 승인되었다.

저자가이드라인은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전문가들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주요 내용별 보고서 작성 지침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통합평가보고

서는 (1) 작업문서 작성, (2) 장별 초안 작성, (3) 통합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3) 동료

평가 및 회원국 검토 수행, (4) 통합평가보고서 최종본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진행단계마다 Bureau 혹은 전체작업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리

드멤버(Lead member), 초안 작성팀, 검토 패널 혹은 동료평가자 등이 임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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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회원국은 통합평가보고서를 검토할 전문가들을 따로 구성하게 된다. 전문가그

룹에서 보고서 작성 및 승인을 위한 문서 작성을 총괄하게 되며, 전문가풀 중에서 

각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전문가풀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현재 255명의 

기여전문가가 추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까지 총 37명의 전문가를 추천

한 상태다.

지역별 워크숍으로서는 북대서양, 발틱해, 지중해 및 흑해지역 워크숍(2012.6.27~29,

벨기에 브뤼셀), 동아시아지역 워크숍(2012.9.17~19, 태국 방콕), 중미 및 캐리비안지

역 워크숍(2012.11.13~15, 미국 마이애미), 아프리카지역 워크숍(2012.12.5~7, 모잠비

크 마푸토)이 개최되었고, 향후 남태평양지역 워크숍(2013.2.25~27, 호주 브리스베인)

이 개최될 예정이다.

Regular Process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에 위치한 UNEP/Grid-Arendal

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1) 일반인들을 위한 웹사이트, (2) 전문가그룹, RP 사

무국, 정부 및 정부간 협력체 등을 위한 제한적 접근 가능 웹사이트, (3) 가상사무실

로 구성된다. 웹페이지 사양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통합평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하

여 저자들이 보고서 초안 검토 및 편집,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편집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에 구축된 GRAME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운영은 UNEP/Grid-Arendal이 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 현

재 본 웹사이트가 UN 산하에 속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방사능 오염 관련 

논의를 관철시키고 남획(over-fish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철회하도록 논의를 주도

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평가 부분에서 우리 측에 민감한 부분을 축소시

키도록 하였다.

지역별 워크숍과 전문가그룹회의에 참석하여, Regular Process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하거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통합평가보고서 장별 아이디어 제안, 그

룹별 토의에서 좌장을 담당하는 등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 37명의 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여전문가를 추천하였

으며, 2천만원의 신탁기금을 공여함으로써 전문가그룹 회의를 지원하여 DOALOS,

Bureau, 전문가그룹 등으로부터 깊은 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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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ureau의 일원으로서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저자가이드라인’에서 추진절차

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회원국과 동료평가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이 반영된 

통합평가보고서 수정본이 Bureau와 전체작업반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정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2012년도 사업에서 제안한 대로 국가대응협의회, 사무국, 자문단으로 구성된 국가

대응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외

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총 6개의 정

부부처와 7명의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대응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Regular Process 대응 지원을 총괄하

게 된다. 자문단은 해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대응협의회의 개최 이전 주

요 의제 검토 및 제안 문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을 목표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들 간의 사전작업이 이루어졌다. 총 2회에 걸쳐 전문가워크숍

을 통해 (1) Regular Process 추진 경과 및 국가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2) 분야별 Coordinator를 결정하였으며, (3) 2013년도에 작성할 국가보고서 목차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4) 기여전문가의 추가적 추천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5)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58명의 전문가풀이 구축되었다. 국가보고서 목차는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목차를 기본적으로 따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

춰서 약간 수정되었다.

Rio+20회의와 연계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해양환경보호와 지

속가능한 이용도모를 위한 전세계적협력프로그램(Global Partnership for Ocean,

GPO)이 공식 출범하였고, 우리나라 대표단도 참석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GPO 파트너로서 국가, 시민기구, 민간기업,

연구기관, UN 관련 기구, 다자간 운행 및 재단이 포함되며, 2012년 12월 현재 

1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GPO에서는 (1) 수산 양식으로부터 생계수단 확보,

(2) 위태로운 연안 해양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보존, (3) 오염 감축을 주목표로 수

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양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세계은행이 

GPO 설립을 계기로 개도국에서의 해양 관련 협력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GPO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체계 수립을 위해 약 20여명의 전문가

로 이루어진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Regular Process 목표 중 하나가 해양 분야

에서의 기술이전이므로, GPO와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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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는 Regular Process 1차주기 보고서 작업문서를 작성할 리드멤버 및 

저자를 선별하여 작업문서를 작성한 후 보고서 작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작업반회의를 통해서는 Regular Process 추진현황, 웹사이트 오픈,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수행방법, 보고서 작성 진척 상황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이어 전문가그룹회

의와 Bureau회의를 통해 보고서 작성 관련 총괄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전체작업반회의, 전문가그룹회의, Bureau회의의 의제를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가대응협의회를 시

의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할 수 있도

록 관련 전문가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고서 영문본은 공식적으로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에 기초자료로 쓰일 여지가 많은 만큼, 국가대응

협의회의 최종 승인 후에 발간하도록 한다. 신탁기금 공여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그룹회의를 지원한다든지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실질

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 대응전략으로서는 (1) 국가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2) Bureau 일원으로서

의 적극적 역할 수행, (3) 전문가그룹의 지속적 배출, (4) 신탁기금의 지속적 공여,

(5)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서의 적극적 역할, (6) 동남아시아지역 

능력배양에 기여, (7) 국제기구와의 연계활동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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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오랜 기간 해양은 거대하며 인간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어류남획, 오염물질 증가와 같은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서식지 감소와 

같은 생태계 변화, 자연재해 증가, 어업생산량 감소 등 해양

환경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선진국 및 지역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환경상태를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신뢰할만한 정

보 및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환경평가가 부족함

3.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 간 해양환경보호 노력을 강화시키려는

신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유엔총회(결의문 57/141)에서 전 세계 해양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는 Regular Process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제 64차 유엔총회 

(A/R ES /64/71)에서 Regular Process 1차주기(2010~2014)가 

승인되었음

4. UN Regular Process는 국가별 지역별 해양환경상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환경상태를 파악하고

해양의 생물 비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 시의적절한 해양환경

상태의 예측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간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노력을 강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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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 Regular Process 수행의 결과물인 해양평가통합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해양 관련 보고서 중 최상위 보고서로서, 보고서 

내용이 모든 회원국의 해양평가 및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예정이라 타 보고서에 비해 파급효과가 매우 큼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을 시, 중국 및 일본, 또는 이 두 국가에 호의적인 전

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상태에 대한 왜곡된 정

보나 우리나라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보고서로 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미

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7. 특히, 지명 및 국가관할권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보고서 작성 시 국익에 반하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작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등 Regular Process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함 

8. 또한 Regular Proces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상태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통합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상태의 변화, 원인과 압력,

평가와 개선 활동의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

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통합적인 해양환경관리정책의 기

반을 구축하며 나아가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해역환경관리목표

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가. ‘UN Regular Process’ 추진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제도의 국내 

수용 및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

나. 국내 및 동남아 지역 Regular Process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

2. 연구내용

가. UN Regular Process 1차주기 추진 현황 파악 및 대응

1) 2012년 전체작업반회의, Bureau 회의 등 국제회의 자료 분석

2) Regular Process 관련 UN 문서 분석

3) Regular Process 지역별 워크숍 결과 분석

나. Regular Process 1차주기 대응체계 수립

1) Bureau 진출

2) 기여전문가 추천

3) 국가대응협의회 구성

다. 우리나라 기여 및 역량강화 증진

1) 자발적 신탁기금 공여

2) Regular Process 대응 위한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개최

3) Regular Process 전문가그룹 우리나라 전문가활동 지원

라. 국가보고서 작성 사전 준비작업

1) 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풀 구성

2) 국가보고서 목차 초안 작성

마. 1차주기 대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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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가. 전체작업반회의, 지역별 워크숍 등 Regular Process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함 

나. 2012년도에 개최된 UN Regular Process 시행을 위한 전체작업반회의 

지역별 워크숍, Bureau 회의, 전문가그룹 회의 등 관련 회의 결과와 

UN 관련 문서 등을 통해 Regular Process 추진 동향을 파악함

다. Bureau 진출,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할 기여전

문가 추천, 국가대응협의회 구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Regular Process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체계를 수립함

라. 자발적 신탁기금 공여와 전문가그룹에 속한 우리나라 전문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Regular Process에 우리나라가 기여하고 있음을 회원국 

및 DOALOS 등 주요 기관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내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Regular Process의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1차주기 대응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공유함

마. 이를 통해 2013년도에 작성될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보고서 목차 초안을 작성함

바. 위의 결과들과 향후 예상되는 Regular Process 추진 일정을 토대로 

2013년도 구체적 대응 로드맵과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안함

[그림 1] 연구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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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가. Regular Process 전문가그룹, DOALOS, NOWPAP, WESTPAC 등의 

국제기구 관련자, Regular Process에 관여하는 해양환경 전문가들을 

통해서 Regular Process 추진방향 및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입장을 관철시킴

나. 전체작업반회의, 지역별 워크숍, Bureau 회의, 국내전문가워크숍 

의제 및 결과 분석 시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다. 국가대응협의회 구성 및 국가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풀 구성 시 정

부관계자 및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그림 2]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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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UN Regular Process 추진 동향 

제1절  추진 현황

1. 해양환경상태의 지속적인 악화2)

가. 수산업의 악화: 전세계적으로 수산업은 1980년대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수산업의 75%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과도하게 개발 중이고, 이로 인해 심해저와 극지방과 같은 지역에 대

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나. 오염물질의 증가: 오염물질, 영양분, 침전물들에 의한 오염, 해양 

오염의 80%이상이 삼림벌채와 산업폐기물, 하수오물과 같은 육

상기인 오염으로부터 발생함. 먹이사슬과 인간을 포함한 약탈자들로

인해 많은 유독 화학물질들이 축적되었음. 또한 저산소지대(dead

zones)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음 

다. 중요한 서식지의 손실: 세계 인구의 약 40%가 지구 전체 면적의 8%를 

덮고 있는 좁은 연안지역에서 살고 있음. 많은 개발로 인해 습지와 

맹그로브와 같은 가치 있는 서식지의 파괴와 유실이 발생하였으며 

생물의 다양성에 심각한 결과와 홍수와 침식 위험성 증가와 같은 인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

라. 기후변화의 영향: 3,000미터까지 깊이의 세계 해양의 평균 온도가 

1961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수의 팽창과 상승 때문임.

지난 40년 동안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16% 감소되었음.

또한 파도, 순환 방식, 결빙, 염분 함유도, 이산화탄소 수치 그리고 

물의 산성도의 변화도 해양기후영향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산호,

식물성 플랑크톤, 조개류 등의 해양 생물종들의 분포와 양의 변화로 

이어졌음

마. 외래종의 영향: 침입종은 선박과 수산양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퍼졌으며,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음(예, 1982년에 우연히 흑해에서 알려진 빗해

파리는 10년 안에 26개의 상업적 어종 파괴의 원인이 되었음)

2) AoA Main repor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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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상태의 파악 및 개선과 관련한 정책결정자들의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신뢰할만한 정보 

및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환경평가가 부족함3)

가. 기존의 전지구적 평가는 대부분 해양환경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실행되고 있지 않음

1) 전지구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 Outlook, GEO)이 정기적인 

것으로 설계되긴 하였으나 환경의 모든 요소(육지, 대기, 물, 생물다

양성 등)를 포함하고 있는 등 그 범위가 방대하여 해양이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음

2) MA(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방대하고

해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1회성에 그침(2005년 종료)

3) GIWA(Global International Water Assessment)도 마찬가지로 1회성으로

2003년에 종료되었으며, 해양환경에 배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지구 

담수자원에 대한 상태를 다루고 있음

나. 다른 전지구적 프로그램들은 분야별, 주제별로 기후변화, 산호초 

보호, 육상기인 활동에 기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영양 저감 등 단일 

사안을 다루고 있음

다. OSPAR, HELCOM과 같은 지역적 해양평가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제 선진국들의 관점과 수준 높은 평가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라. 수산에 대한 평가들은 보통 특정 지역이나 개별적인 종에 국한되며 

해양에서의 전체 혹은 다른 활동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음. 또한 

전지구적인 해양 생물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역적으로만 존재함

마.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지구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은 단지 해양상태의 과학적 측면의 정보만

수집하는 반면, 유엔해양아틀라스(United Nations Atlas of the

Oceans)는 해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평가를 수행하지는 아니함

3) A/58/423



－ 13－

제2절  추진 경과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제7회기, 1999년) 및 UNEP 회의(2001.2)

가.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10여 개국의 국가

정상을 포함한 178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써 지속가능한 

개발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함

나.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또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를 설치함

다.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의제 21의 이행과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CSD는 해양 및 연안지역의 보호와 그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개발이 의제 21 제17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제17장의 목표 이행

상황을 제4회기(1996년), 제5회기(1997년) 및 제7회기(1999년)에 

검토함

1) 의제 21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제19차 특별회기는 

해양문제를 고려하였음

라. CSD 제7회기에서 아이슬란드는 해양오염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Marine Pollution : IPMP)이 유엔환경계획

(UNEP),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UNESCO), 세계기상기구(WMO) 및 유엔공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IDO)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1) 동 패널의 주요 목적은 연안 공동체와 국제공동체를 위해 해양환경에 

관한 오염의 잠재적 영향과 증대 및 그 사회경제학적 영향력에 대해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2) 동 패널은 다른 기관(예, GIWA, GOOS)의 수행 작업을 고려하여 GESAMP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었음  

3) UNEP와 IOC/UNESCO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이 채택한 원칙을 모델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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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패널을 설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제안 받았으며, 아이슬란드의

제안은 UNEP 관리이사회(2001년 2월, 제21회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됨

4) 2001년 2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 제21회기에서 관리이사회는 

UNEP가 해양환경의 상태평가에 대한 정규절차 설정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도록 결정함 

5) 이 결정은 아이슬란드 정부가 제출한 논의서에 기초하고 있음 

2. Reykjavik 회의(2001.9.12~14)

가. ‘해양환경의 상태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설정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a Regular Process for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에 관한 제 1차 비공식 협상회의

는 2001년 9월 12~14일 아이슬란드의 Reykjavik에서 개최됨

1) 동 회의는 총 37명의 국제조직, 지역기구, 국가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해양환경의 전지구적 평가(UN Regular

Process)가 바람직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합의하였고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relevant stakeholders)가 이 절차의 개발을 

검토하는 것에 동의함4)

나. 의사결정자들에게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환경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관한 정규평가과정이 아이슬란드의 주도로 국가정부에 의해 

조사됨

1) 아이슬란드는 UNEP의 관리이사회가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적 평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의도함(GC 21/13)

2) 동 결정은 사무국장(Executive Council Director)에게 해양환경의 상태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설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IOC/UNESCO

및 기타 유엔 기관, CBD 사무국, 지역해 프로그램과 협력하도록 

요구하였음

다. Reykjavik 회의는 평가과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1단계 회의였음

1) 동 회의의 목적은 ⅰ) 평가과정이 필요한지, ⅱ) 어떤 과정이 타당성이

있는지, ⅲ) 어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ⅳ) 주요 사용자(users)

4) http://www.unep.org/DEWA/water/Marin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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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이어야 하는지, ⅴ) 그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

인지, ⅵ) 평가의 범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ⅶ) 평가의 중점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ⅷ) 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어떠한 

주요 기준이 필요한지, ⅸ) 그 과정의 개발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음

라. 평가의 주요 고객은 국내수준에서는 정책결정자이어야 하고 그 결과물과

분석 자료들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마. 각 대표들은 ‘평가는 전지구적 해양환경상태의 현재 및 미래변화를 

조사하고, 해양환경변화의 전지구적 영향을 측정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1) 평가가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해양생태계 접근방법이어야 하며,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고 요구함

2) 또한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고 총괄적(inclusive)이어야 하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broad stakeholder)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3) 또한 평가는 현존 평가 틀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권고함  

바. 평가의 지리학적 지역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와 함께 관련 염하구’로 

설정함

1) 평가는 생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2) 전지구적 평가는 지역적․소지역적(sub-regional) 기구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분류된 지역적․소지역적 생태계 평가에 근거하여야 함 

사. 평가는 전지구적 해양환경 변화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시스템에

대한 함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 및 시나리오의

개발을 포함하여야 함 

아. 평가의 목표는 정책결정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의 

모든 측면의 상태와 경향에 대해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1) 이들 평가들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해양관련 문제의 규명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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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는 기술적-과학적 보고서의 형식을 취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을 

위해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함

자. 이러한 평가를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과 과정은 투명하고 독립적이어야 함

1) 평가는 정부, 관련 유엔 기관 및 지역기구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 전문가들은 개별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기여하도록 함

차.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사항이 채택됨 

1) 해양생태계의 정규평가는 현존하는 메커니즘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는

기타 메커니즘과 협력 및 협조 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2) 정기적인 전지구적 해양평가과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선택된 메커니즘은

비용 효과성, 신뢰성, 지속가능성 및 정책 이슈를 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함

3. Bremen 기술 워크숍 (2002.3.18~20)

가. ‘해양환경의 상태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설정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a Regular Process for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에 관한 제 2차 회의(기술 워크샵)

가 2002년 3월 18~20일 독일의 Bremen에서 개최됨

1) 동 회의는 2001년 2월 UNEP 제21회기에서 관리이사회의 ‘해양환경 

상태에 대한 전지구적 평가’에 대한 결정(UNEP Governing Council

Decision 21/13)에 근거하여 개최됨

나. 동 회의는 평가과정을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델 검토, 유엔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구에 결정 21/13의 유포 권고, 현재 및 장래에 계획된

평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 메커니즘의 검토를 권고함

다. UN Regular Process 메커니즘 설치의 주요 목표는 시의 적절성,

정규적, 과학적 근거 하에 해양생태계의 모든 측면의 상태 및 경향에 

대해 필요한 평가를 하는 것임 

1) 이들 평가들은 해양환경평가에 관련된 현존하는 메커니즘에 근거

하여야 함 

2) 이때에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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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법성, 신뢰성 및 현저성(legitimacy, credibility and saliency)을 

보장하기 위해 UN Regular Process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마. UN Regular Process는 특히 해양과 인간활동을 설명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생태학적 범위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생태계 접근방법을 취해야 함 

바. UN Regular Process 활동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고 관련 작업, 접근방법 및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지구적 조직의

경험을 고려하여야 함

사. UN Regular Process의 주요 자료 제공자들은 정부간 기구, 정부기관 

및 대학들이며 기타 자료는 별도로 조사되어야 함 

아. UN Regular Process의 제도적 메커니즘과 운영의 약정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함

1) 첫째, 합법성, 신뢰성 및 현저성의 확보로서 이는 국가적, 지역적 및 

전지구적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평가 사용자들 

및 자료 제공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과학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적용

하고, 독립된 전문가 검토(peer reviewed)를 통해 확보함  

2) 둘째, 비용효과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방법론 및 절차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평가자원을 기반으로 함  

자. UN Regular Process의 결과물은 투명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과학적/

기술적 보고서(1단계) 및 동일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보고서(2단계)의

2단계 형태로 보고되어야 함 

차. 능력배양을 포함하여 UN Regular Process 과정의 비용 및 기금은 

현존하는 재원 및 자발적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카. UN Regular Process 과정은 전지구적,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양에 관한 유엔비공식협상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정상회의, 지역협약 및 행동 프로그램, 수산기관 및 

기타 관련 지역기구에 전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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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2002.8.28~9.4)

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의 결과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수립함

나.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세계정상들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해 기존의 

지역적 평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규과정(Regular Process)을 유엔 

산하에 2004년까지 설치하도록’ 결의하였음

1) 동 결정은 2002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승인됨(결의 57/141, para. 45와 

58/240 para. 64~65)

2) 또한 요하네스 이행계획은 para. 36에서 국가들에게 ‘건전한 의사결

정을 위한 기초로서 해양 및 연안생태계의 과학적 이해와 평가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5. 유엔총회 결의 57/141(2002.12.12)

가. 유엔총회는 ‘국제연합산하에 기존 지역적 평가에 근거하여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상태의 전

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 과정을 수립’하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para. 36 (b)을 결의 57/141로 승인함 

나. 동 결의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유엔의 관련 기구 및 기관, 프로그램

(UNEP, IOC/UNESCO, FAO, IMO, WHO, IAEA, WMO, 생물

다양성협약 사무국, 기타 권한 있는 정부간 기구 및 관련 비정부간 

기구)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전지구적 보고 및 해양상태평가에 대한 

정규 과정을 준비하여 유엔총회 제 58차 회의에 제출하도록 함5)

6. 유엔사무총장보고서 A/58/423(2003.10.8)

가. 유엔사무총장보고서 A/58/423은 결의 57/141에 따라 전세계해양환경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Regular Process)의 설치를 위해 취해야 할 

양식에 대한 사무국이 준비한 보고서(A regular process for the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posals on modalities)임

5) A/RES/57/141,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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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보고서는 IOC/UNESCO 본부인 파리에서 2003년 9월 8~9일간 

개최된 기관 간 자문회의에서 토의된 지구환경평가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나. 동 보고서는 서론, 배경, 양식에 관한 제안요청의 응답, Regular Process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와 단계, 결론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다. 특히 Regular Process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로는 범위, 일반적 

구조, 과정의 개요, 전문가 검토, 사무국 또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역량배양, 재원을 들고 있으며, Regular Process 수립을

위한 단계로서 우선 상기한 이슈에 대한 결정, 상세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소집, 동 상세계획을 토의하고 추인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의 소집을 제시함

라. 동 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우선 Regular Process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전지구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여야 하고,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여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과 해양환경의

모든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조명하여야 한다는 것임 

1) Regular Process는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기존의 다양한 

평가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Regular Process에 대한 새로운 

재원의 필요성을 인정함

2) Regular Process를 위하여 사무국의 장소와 구성에 관하여는 인정

하지만 모든 필요기구들과 협약 사무국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봄

3) 역량배양은 Regular Process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됨

7. 유엔총회 결의 58/240(2003.12.23)

가. 유엔총회는 결의 58/240에 따라 자문관 고용, 범위, 구성에 대한 

초안 문서, 정규 과정의 개요, 전문가 검토, 사무국, 능력 배양 및 

재원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24인 이내의 국가 및 지역그룹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문가 그룹,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 NGO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하였음

나. 유엔총회 결의 58/240은 Part 12(para.64~66)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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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Regular Process)

64.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해 국제연합산하에 하나의 정규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양식

(modality)들에 관한 제안서를 포함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환영

하며, 사무총장에게 회원국들과 유엔 관련기구 및 프로그램

(organization, agency, programme)들 및 기타 전문적인 정부

기구들과 관련 비정부간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2004년까지

정규과정을 수립하도록 다음단계를 밟을 것을 요청함6)

(a) 국가, 모든 지역군을 포함하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들의 

대표, 과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을 포함하여 자문가 1인의 고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규과정의 범위, 일반적 체제, 개요, 전문가 

검토, 사무국, 역량배양, 재원조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심의, 검토, 보완할 24인 이하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고,

(b) 그 초안을 국가, 관련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들, 과학연합회들,

재원조달 기구들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 의견들과 1차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특정 사안들을 검토하도록 송부하고,

(c) 그 전문가그룹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그 초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d) 그 초안을 추가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제 5차 비공식

협상회의(ICP, 2004년 6월 7-11일, 뉴욕)와 병행하여, 모든 당사국 

대표들과 함께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e) 그 문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공식적으로 정규과정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65. 1992년 12월 22일 총회결의 47/202 A의 para. 17에 따라 아이슬란

드정부가 2004년 Reykjavik 정부간 회의를 주관하기로 한 제안

을 수용함

66. 사무총장에게 제59회기에서 UN Regular Process 수립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6)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240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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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 Regular Process 전문가군 문서초안(2004.3.23~27)

가. 유엔은 총회 결의 58/240 para. 64(a)에 따라 2004년 3월 23~27일 

뉴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부대표 8개국, UNEP 등 국제기구 

대표와 자문관 및 DOALOS 직원 등이 참여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수립에 

관한 전문가군 기초 문서’ 작업회의를 개최하였음

나. 동 기초문서는 서론, 목표, 범위, 체제와 과정, 예산검토, 품질보증과 

전문가 검토, 제도적 배열과 UN Regular Process 사무국, 역량배양,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다. UN Regular Process의 체제와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UN Regular

Process 초기화 과정과 본격시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 우선 UN Regular Process 초기화 단계에서는 UN Regular Proces를 

위한 제도적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기존해양환경평가

사업들의 평가(Assessment of Assessments, AoA), 지역구분, 역량

배양, 주제별 평가, 시나리오 개발 등을 포함함.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평가 주기와 함께 평가분야와 원인 및 원인제공자와 

함께 정책적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기존 '해양환경평가사업들의 평가'(Assessment of Assessment, 일명 

AoA)는 해양환경평가에 대한 지식의 현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 선행 

평가사업들의 과정, 결과, 정책적 연관성을 분석함. 이로부터 결함

(gap)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직 체제로서는 투명성과 중복성 방지를 위하여 전지구적 과학평가와 

지역적 과학평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9. UN Regular Process 제 1차 국제워크숍 개최(2004.6.5~13)

가. 제1차 국제워크숍은 유엔결의 58/240, para. 64에 따라 2004년 6월 

유엔본부에서 유엔 ICP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었음 

1) 동 워크숍에서는 '평가사업들의 평가'(AoA)를 통해서 평가방법의 

개발, 평가사업들의 정책입안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용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구분 시에는 생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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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 모든 유엔기구,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논의함

나. UN Regular Process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첫 번째 사업으로 

많은 국가 특히 개도국 77개국(G77+중국)에서 적극 지지하였음 

다. 범위에 관하여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하였으나 생태적 접근법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과학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라. 또한 UN Regular Process의 목적은 해양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여

건전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으며, 수산평가나 관리를 포함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데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음

10. UN Regular Process 제 2차 국제워크숍 개최(2005.6.13~15)

가. 제2차 국제 워크숍은 유엔 결의 59/240, para. 85에 따라 2005년 6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음

1) 이 워크숍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수립’에 관한 두 번째 국제워크숍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유엔 조직의 기관 및 프로그램, 기타 

자격 있는 정부간 조직, 관련 NGO 대표를 소집할 것과 평가과정의 

범위와 ‘평가에 대한 평가’(AoA)를 시작하기 위한 특별팀 구성 등의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나. 제1차 워크숍에서 도출되고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일련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결의 59/240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유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협의하였음 

다. '평가사업들에 대한 평가'(AoA)의 성격, 목표, 추진조직(임시조정그룹 

Ad Hoc Steering Group(AHSG), 주관 유엔기구(UNEP, UNESCO/IOC),

전문가그룹(Group of Experts, GoE)을 구성하고, 기존 관련 사업으로

부터의 예산 지원과 AHSG, GoE 운영예산은 별도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유엔총회에 권고하도록 합의하였음(A/60/91 para.

9 참조)

11. 2005년 11월 유엔 총회

가. 2005년 10 ~ 11월에 개최된 유엔총회 제 60차 회기에서 제 2차 국제

워크숍의 결론이 승인되었음



－ 23－

나. 평가사업들에 대한 평가(AoA) 단계의 집행을 감독할 임시조정그룹 

설치

1) 균형적 지리적 배분과 적절한 전문성의 안배를 고려하고, UNEP,

FAO, IOC/UNESCO, WMO, ISA 등의 유엔 기구들 참여 

2) 전문가그룹에 의해 제안될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AoA)를 위한 단

계별 활동계획 승인

3) 유엔회원국, 임시조정그룹에 자국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국가에게 

‘평가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한 개방적 중기회의 개최 

4)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평가’ 절차 수행에 대한 지침 부여

5) 전문가그룹의 구성 승인

다. 주관기관은 임시조정그룹의 지침 하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함

1) 임시조정그룹의 사무국 기능 제공

2) 모든 유엔조직, 기구 및 계획과 협의하고 관련활동의 조정

3) 각종평가를 평가하는 실질적 활동을 수행할 전문가그룹 설치

라. UNEP, IOC/UNESCO에게 주관기관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마. 임시조정그룹과 전문가그룹의 활동 등 ‘평가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 기부와 현존하는 예산조정을 통하여,

참여하는 기구 및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음

12. 2006년 12월 유엔총회

가. 2006년 12월에 개최된 유엔총회 제 61차 회기에서 결의안 60/30을 

상기시키고, 임시조정그룹에게 2년 내에 ‘AoA’의 완성을 촉구함

(A/RES/61/222)

13. AoA 결과 보고서 제출(2009.6)

가.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AoA 보고서 및 UNEP과 IOC에서 AoA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1) 서론, 평가분석틀, 기존평가 검토 산출물, 바람직한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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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Regular Process를 위한 전반적인 Framework 및 제도적 

정비, 1차 주기인 2010년~2014년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AoA 보고서는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요약, AoA 보고서, 지역별·초

지역적 요약 및 부록, 이 세 가지 형태로 발간되었음

14.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제 1차 임시전체작업반회의

(2009.8.31~9.4, 미국 뉴욕본부)

가. 회의 목적:

1) Regular Process 본격 시행을 위한 권고안 작성, UN 총회에 제출하기 위함

나. 주 논의 내용

1) 전문가 그룹들의 AoA 결과 발표와, 의장으로부터 제안된 권고안 

초안의 검토를 통한 권고안 의결로 진행됨

2)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 및 Regular Process 첫 번째 단계,

추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음

다. 권고안 주 내용

1) Regular Process 배경 및 목적, 프레임워크, 첫 번째 단계, 추후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2) 많은 국가들이 AoA 보고서와 Regular Process 기본 원칙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바, 해양법에 대한 각 국가들

의 검토의견을 사무총장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를 64차 총회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3) 또한, AOA 결과를 좀 더 고려하여 2010년 9월 이전에 Ad hoc

working group 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하여 65차 총회 때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양식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임. 이때 

전문가그룹도 이 회의에 참가하여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의

견을 제안하도록 하였음

4) Regualar Process의 첫 번째 주기는 2010~2014년이며, 첫 번째 단계인 

2010년~2012년까지는 Regular Process를 위한 기준을 설립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두 번째 주기에서는 전지구적 해양환경 상태의 경향을 평가하

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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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oA에서는 지역적 평가와 초지역적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Regular Process에서는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가 결함(gap)과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국가적 의견도 반영될 

예정임

6) Regular Process 첫 번째 주기의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자발적 신탁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장학기금 또한 설립될 예정임. 회원

국, 국제재정기구, 기증단체, 정부간 기구, NGO, 자연인 및 법인

들이 이들 신탁기금에 기여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기로 함

15. 제 64차 UN 총회(2010.3)

가. Regular Process 1차주기(2012~2014년)가 승인되었음

나. 임시전체작업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2010년 8월말에 제2차 임시

작업반회의 개최를 결의함

다. UN Regular Process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키로 함

라.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전문가그룹의 구성을 지시하였

으며, UN Regular Process 시행을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의 설립을 

요구하였음(결의안 A/RES/64/71 참조)

16. 회원국들의 검토 의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제출(2010년 4월)

가. Regular Process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주요 특징, 제도적 정비, 전문가 

구성, 사무국, 재원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였음

17. UN Regular Process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전문가 그룹 구성

가. 결의안 A/RES/64/71에 따라 지역별로 새로운 전문가 그룹(총 22명)이

구성됨(표 참조)

나. 지역별로 최대 5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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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라 전문가이름

아프리카

케냐 Robinson Ruwa

세이셀 Rolph Antoine Payet

수단 Amanuel Yoanes Ajawin

시리아 레옹 Osman Keh Kamara

우간다 Joshua T. Tuhumwire

아시아

이란 Peyman Eghtesadi

중국 Juying Wang

필리핀 Angel Alcala

한국 Chul Park

일본 Kunio Kohata

동유럽
슬로베니아 Alenka Malej

에스토니아 Georg Martin

중남미 지역

아르헨티나 Enrique Marshoff

바바도스 Lorna Inniss

브라질 Beatrice Padovani Ferreira

칠레 Patricio Bernal

자메이카 Sean Green

서유럽 및 기타

호주 Peter harris

벨기에 Saskia Van Gaever

캐나다 Jake Rice

말타 David Attard

영국 Alan Simcock

<표 1> UN Regular Process 전문가 그룹 구성원 현황(2012.12. 현재)

 18. 제 1차 전문가그룹회의 개최(2010.6)

가. 회의 목적

1) A/64/88의 의제 6개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 개최

나. 논의 주 내용

1) 의제 6개에 대한 전문가들간의 의견 공유 

2) 전문가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자 논의

3) 각 분야별로 초안을 작성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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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제 2차 임시전체작업반  

회의(2010.8.30~9.3, 미국 뉴욕본부)

가. 목적

1) 65차 총회에 제출할 Regular Process(RP) 시행을 위한 방법론(modality)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

나. 논의 주 내용

1) Regular Process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1차 

통합평가를 위한 분석구조에 대한 담화, 권고안 초안 검토를 통한 

권고안 의결

2) RP 주요 특징, 능력배양, 제도적 정비, 잠정적인 수단, RP 1차 주기의 

목적 및 범위, 재정적 지원이 주로 논의되었음

3) 제도적 정비부분, 특히 UN과의 관계, 관리·검토기구(Management

and Review Body, MRB), 사무국, 1차 주기 수행을 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이 권고안 검토과정에서 G77와 EU를 포함한 선진국

과의 논쟁이 많이 있었음

4) 신탁기금 공여를 위한 Terms of Reference 문서가 배포되었음 

다. 권고안 주 내용

1) RP 주요 특징, 능력배양, RP 1차 주기의 목적 및 범위, 재정지원 

요구는 1차 임시전체작업반회의 권고안 및 64차 UN 총회 결의안 

내용과 동일함(A/RES/64/71 참조)

2) 관리․검토기구(Management and Review Body, MRB) 구성 메커니즘

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임시전체작업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3) DOALOS가 Regular Process 사무국을 지원하며, IOC 및 UNEP 등 

국제기구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이를 위해 65차 UN 총회에

서 DOALOS 인력자원 및 예산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작성키로 함

4) 전문가그룹은 평가를 수행할 평가그룹과 능력배양을 담당할 능력배양

그룹으로 나뉠 예정이며, 평가산출물에 대한 자체평가도 수행하게

되었음

5) 당초 2010년도에 구성된 새로운 전문가그룹은 이번 작업반회의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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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한정되었으나, 현재의 전문가그룹이 1차주기 1단계(2012년)까지

유지되기로 협의되었음. 2단계에서는 새로운 전문가그룹이 지금처럼 

지역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발언문을 통해 1) Regular Process 신탁기금에 대한 공여 

약속, 2) 관리․검토기구의 지지와 이의 설립 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균형적인 참여 제안, 3) 해양환경분야에서 주변국가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도 설명, 4) Regular Process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활동현황과 동남아시아지역의 능력배양을 위한 2010년 10월에

개최된 KORDI․IOC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의 홍보를 하였음

※ 당초 1차주기 1단계에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별 국가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평가접근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발에 의해 지역별워크숍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통합평가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질문과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정의하는 정도로 축소되었음 

20.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2차 전체작업반회의 

(2011.2.14~18, 미국 뉴욕본부)

가. 목적

1) RP 실행을 위한 검토관리메커니즘 및 2014년까지의 1차주기 실행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66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임

나. 논의 주 내용

1)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RP실행을 위한 옵션들(set of options), 관리검토

메커니즘(Management and Review Mechanism, MRM), 1차 주기 운영

에 필요한 신탁기금 논의

* 전문가그룹에서 제안한 옵션들은 1차주기 작업방법, 최초 통합평가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내용, 기존 평가과정 및 회원국 참여(지역별 워크숍 개최 포함),
자료처리, 의사소통 전략, 2014년까지 작업일정임

2) G77에서도 MRM 구성과 지역별 워크숍의 개최가 효율적인 RP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MRM 구성방법(참여 회원국의 수 및 지역안배) 및 기능,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방법, 자발적 기여전문가 선별 및 활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임시전체작업반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논의․채택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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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그룹에서 제안한 내용 중 전문가 선별기준, 1차 보고서 주요내용

(outline), 워크숍 개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각 회원국이 4월 30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그룹이 수정안을 5월 30일

까지 RP 사무국에 제공하기로 하였음

4) 전문가그룹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RP 사무국에서는 이번 권고안에

기초하여 전문가그룹 위임사항, 작업방법, 회원국과의 의사소통 조항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5) 지역별 워크숍 논의 중 전문가그룹에서 2010년도에 아국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지역 능력배양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언급하였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아국 활동을 치하하는 발언을 함. 비공식적으로

포르투갈과 중국에서 본 워크숍에 대한 관심을 표시함

6) 우리나라도 발언문을 통해 동아시아지역 능력배양 워크숍을 홍보

하였으며, 본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그룹을 오찬에 초대하여 2010년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전문가그룹의 

RP로의 기여를 격려하였음 

21.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2차 전체작업반 추가 회의

(2011.6.27~28, 미국 뉴욕본부)

가. 목적

1)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2차 전체작업반에 이어 재개된 2차

회의로서, RP 실행을 위한 검토관리메커니즘 및 2014년까지의 1차주기 

실행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66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임

나. 논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1차 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전문가 선별 기준, 워크숍 가이드라인, 전문가

그룹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및 작업방법, Regular Process를 

위한 의사소통 필요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 평가 능력배양 목록,

그리고 Bureau 수립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음 

2) Bureau은 15개 회원국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지역별로 3개 회원국이 

할당되었음. Bureau의 역할은 전체작업반회의 이외의 기간 중에 (1) 전문가

들의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작업 승인, (2) Peer Review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준비사항 승인, 이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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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선별 기준과 워크숍 가이드라인은 약간의 수정 끝에 합의되어 

권고안에 채택되었음

* 당초 워크숍에서 평가와 대응(Response)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제안되었
으나, 정책적인 부분을 배제하자는 G77의 의견에 따라 해양환경의 상태와 이

에 영향을 주는 요인(Driving factor)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회원국만이 워크숍을 주최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 요청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과

같이 협력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지역이 아닌 전문가그룹이나 시급한 경우

Regular Process 사무국 직원도 참가할 수 있음

4)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전체작업반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5) 칠레가 CPPS와 공동으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할 의사를 밝혔으며, 전체

작업반에서도 지역별 워크숍이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권고하였음 

6) DOALOS에서 현재 Regular Process 신탁기금 잔액으로는 지역별 

워크숍을 위한 전문가 초청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신탁기금 

공여를 요청하였음

22. 남동태평양지역 워크숍 개최(2011.9 칠레 산티아고)

가. 목적

1) Regular Process 소개, 중남미 지역 기존평가 현황 및 능력배양 수요 

파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나. 주요 내용

1) 칠레정부와 국제기구인 CPPS가 주최하고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칠레, 멕시코 해양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DOALOS 관계자, Regular Process 전문가그룹, 한국,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부관계자, WWF,

UNEP, TNC, FAO, IOC-UNES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0여명이 참석

하였음 

2) Regular Process와 관련하여 남동태평양지역(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식량확보 및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3) 회의 진행은 (1) Regular Process 배경 및 추진 경과,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초안 작업 현황 등을 먼저 소개하고 (2) 물리적․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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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적 분야로 구성된 3개의 워킹그룹의 개별 토론을 통해 

분야별 기존 평가현황 및 결함, 능력배양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 때 그룹 토론시간을 달리해서 각 그룹의 토론과정을 다른 

그룹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각 그룹별 토론 결과는 

전체세션 때 발표함

4) 그룹토론 시 주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데이터가 없는 지

역의 처리방법, 데이터 검증 등 통합평가에 사용될 자료에 대한 질

문이 많았음

5) 특히, 통합평가에 사용될 자료의 기준(접근성, 출판물,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중남미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동아시아․동남아시아지역 워크숍 개최(2012.2 중국 산야)

가. 목적

1) 동남아지역 전문가들 간 Regular Process의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기존 평가현황 발표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나. 주요 내용

1) 중국과 DOALOS가 주최하고, UNEP 및 IOC가 지원하여 개최되었으며,

4명의 Regular Process 전문가그룹과 UNEP, IOC/WESTPAC, PICES,

PEMSEA, COBSEA, NOWPAP 등 국제기구 관계자, 중국, 이란, 일본,

카타르, 한국, 싱가포르, 태국 정부대표 등 약 58명이 참석하였음 

2) 해양물리(환경 포함) 분야에서는 워크숍 참여국들이 통합적인 해양

환경상태를 보고한 적이 없으며, 모니터링 자료들도 대부분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치모델링에서의 

자료 결함, 데이터 QC 문제, 데이터 공유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3) 해양생물(수산양식포함)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차생산,

플랑크톤, 수산양식에서는 국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해

적조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가 많이 발간되어 있는 반면, 저서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존재하지 않음. 수산업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규모가 나라마다 다르며, 저서생물, 연안서식지 

손실, 외래침입종, 해파리, 어류남획 및 오염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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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경제적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수집현황 

및 프로젝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되었음. Regular Process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기대감을 나타냄. 선박평형수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와 통합적인 서식지 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

하였음

24. 2012년 전체작업반회의(2012.4.23~27, 미국 뉴욕)

가. 목적

1) 제 67차 UN 총회에 제출한 RP 수행체계 및 1차주기 실행방법에 관

한 권고안 작성 및 채택

나. 논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1차주기 아웃라인’과 ‘전문가그룹 위임사항 및 작업방식’이 주로 논

의되어 합의, 권고안에 포함됨

가) 1차주기 아웃라인에 대해 이전 전체작업반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세부 

목차에 따라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용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1) 정책/조치(policy/measures) 관련 용어를 제외하며, 정책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는 주석을 달기로 합의함

(2) 국방활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폭발물 및 위험한 액체 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3) 방사능 오염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함

(4)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평가를 위한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결정함

(5) 평가의 중립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남획(over-fishing)이라는 용어 사

용 철회를 결정함

나) 전문가그룹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관련 Bureau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전체작업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1) 전문가그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함

(2)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focal point로서 전문가그룹과 회

원국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함

(3) Bureau가 아닌 전체작업반회의 감독 하에 평가작업을 수행하며, 추가

적인 재정투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전체작업반회의의 승인이 필요함



－ 33－

2) Bureau 구성

가) 회의 기간 중 15개국에서 Bureau에 참여하기로 결정됨

※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스리랑카와 함께 진출

3) 칠레(2011.9.13~15 산티아고), 중국(2012.2.21~23, 중국 산야) 지역 워

크숍 결과 발표

가) 칠레는 ① RP의 지연 없는 진행의 필요성, ② 각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 기여 장려 ③ RP의 효율적 진행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④ 기존 정보의 분석 및 평가 필요성, ⑤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 대한 

RP 실시 필요성, ⑥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적인 워크숍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나) 중국은 RP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① RP는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② 지역별 정보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 ③

장기적 관점에서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발표함

4) 1차주기 준비과정

가) 저자 가이드라인은 이번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가그룹 회의를 거쳐 다

시 수정하기로 결정함

나) 전문가풀 관련, 전문가 추천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다) Focal Point(FC) 지정 관련, FP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G77과 지정해야 

한다는 서구 국가간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FC는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FC는 RP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전문가그룹과의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하도록 합의함

(1) UNEP, IOC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는 FC 역할 

제공을 시사함

5) RP 웹사이트 구축 

가) 일반 대중들에게 RP 정보 제공, 회원국 및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관리를 위해 웹사이트 개설 필요, 현재 진행 중임

(1) 노르웨이 및 UNEP, IOC, 호주, 벨기에가 지원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2) 본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이트와 연결되어야 하며, 정보의 

지적재산권이 유엔으로 귀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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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ALOS에서 본 사이트 서버가 위치한 노르웨이와 특권 면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 체결 예정임  

6)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목록

가)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가자 모두 동의함  

나) G77은 역량강화를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 운영 정착을 강력하게 요청,

EU와 중국은 기초 목록에 추가적인 기여 가능성을 시사함

25. 북대서양, 발틱해, 지중해 및 흑해지역 워크숍(6.27~29, 벨기에 브뤼셀)

가. 목적

1) 북대서양 발틱해 지중해 흑해지역 전문가들 간 Regular Process의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기존 평가현황 발

표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나. 주요 내용

1) 벨기에와 DOALOS가 주최하고, IOC가 지원하여 개최되었으며, 7명

의 Regular Process 전문가그룹과 UNEP, IOC, EEA, EC, HELCOM,

EUCC, CIESM, IODE, IAEA 등 국제기구 관계자, 카타르, 콜롬비아,

노르웨이, 이태리, 독일,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네

덜란드 전문가 약 48명이 참석하였음 

2) Regular Process 추진배경 및 필요성, Framework,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저자 작업방식 등에 대해 발표함

가) 1차주기 보고서는 기존평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예정임. 정책 자체

에 대한 관점을 서술하는 대신에 정책 개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과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DPSIR 활용 구체적 사례, 통합평가 역할에 대한 고려 필요, 각 장들간의 

연계성 증가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 활용 등이 제

안되었음

※ 우리나라 박철교수는 전문가그룹 일원으로서 저자가이드라인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음

3) 해당 지역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 혹은 지역해 차원의 평가현황을  

발표함

가) 기존 평가자료를 GRAMED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 35－

나) Ocean health Index 개념 및 필요성을 발표함

다) RP에 활용될 자료가 많은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4) 전문가 추천의 필요성 및 추천과정에 대해 설명함

가) 회원국이 전문가를 추천해야 하나, 추천 회원국의 시민권을 가질 필요는 

없음

26. 동아시아지역 워크숍(2012.9.17~19, 태국 방콕)

가. 목적

1) Regular Process 관련 과학 기술적 능력배양

가) 해양환경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 습득 및 수정/개선방안 토의

나. 주관

1) UNEP, UNESCO/IOC, UNEP/Grid-Arendal

다. 참석자

1) 동아시아지역 해양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

※ 전문가그룹: Peter Harris, Alan Simcock, Juying Wang, 박철, 총 4명 참가 

※ 한국: 정경태, 이윤호(KIOST), 조규태(국립수산과학원), 박철(충남대) 참석

[그림 3] 동아시아지역 워크숍 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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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1) UNRP 배경, 기존 평가 현황 및 관련 DB 발표

2) 호주에서 사용되는 평가방법론 소개 및 남동중국해지역에서의 시범 

적용

※ 본 평가방법은 호주에서 처음 적용되었음

가) 생물, 물리, 생태 분야별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각 항목별 평가 점수 기입

(1) 평가 Parameter 적절성 및 평가기준점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음

(2) 평가점수 작성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회의론이 다수였음 

※ 방법론 적용에 대한 혼란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나) 본 평가방법의 각 나라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마. 검토의견

1) 본 워크숍은 호주 출신 Elaine Baker(UENP/Grid-Arendal)와 Peter

Harris(전문가그룹)가 주도하여 제안되었으며, COBSEA, NOWPAP,

IOC/WESTPAC이 동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UNRP 보

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상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2) 본 워크샵은 GEO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평가접근방법

이 전체 UNRP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3) 평가방법은 필요시 부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4) 남중국해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었음. 단, 어디까지가 

범위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LME 구분에 근거하는 

방안이 논의됨

5) 한국은 평가점수방법 수정에 대한 의견과 그룹별 토의에서 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27. Bureau 회의(2012. 5., 9., 11., 뉴욕 유엔본부)

가. 목적

1) 전체작업반회의 이외 기간 동안 1차주기 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의

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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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1) 지역별 워크숍 개최 진행상황 점검 및 참여 독려

가) 지역별 워크숍 준비상황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함

(1) 벨기에, 미국, 모잠비크, 호주 지역별 워크숍  

나) 지역별 워크숍에 해당 전문가 참여 위한 문서 회람을 독려함

2) 기여전문가 추가 추천 독려 방법 논의

가) 1차주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기여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나) 기여전문가 추가 추천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메일링리스트

및 공식웹사이트를 통한 과학단체를 독려하기로 함 

(1) 2012년 8월 27일에 공동의장을 대표하여 DOALOS에서 전문가풀 임명 

요청 편지를 배포함

(2) Bureau 회원국이 현재 전문가풀의 전문지식분야가 부족한 부분의 전문

가를 추가적으로 추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격려하도록 함 

3) RP 웹사이트 개발 진행상황 점검

가) 노르웨이에 위치한 GRID-Arendal에서 구축하고 있는 RP 웹사이트 진행

상황을 점검함

* UN이 웹사이트 모든 자료와 내용을 통제하고 GRID-Arendal이 웹사이트

유지 및 책임이 있음

*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정부와 GRID-Arendal간의 협의가

있었음

나) DOALOS에게 웹사이트가 외부의 간섭 없이 어떻게 UN 산하에 운영될 

수 있는지 non-paper를 작성하도록 요청함

4) 신탁기금 독려방법 논의

가) 사무국이 신탁기금 기여에 대한 요청 공문을 회원국들에게 돌릴 것을 

요청함

나) DOALOS에서 한국측의 17,500불의 신탁기금 공여로 올해 전문가그룹회

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언급함 

5)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검토 및 승인

가) 전문가그룹 공동의장이 저자가이드라인 준비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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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자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일정과 문서 승인에 대해 논의함

(1) 전문가그룹이 2012년 10월 1일까지 초안 작성

(2) Bereau 회원국이 10월 17일까지 검토의견 제출

(3) 전문가그룹에서 10월 31일까지 최종본 제출하고 다음번 Bureau 회의 때 

문서를 승인하도록 함

다) 저자가이드라인 수정

(1) 보고서 승인 절차에 대한 우리측 의견 개진으로, (가) 보고서에 대한 

Bureau 심의 및 승인이 필수적 절차로 확정하며, (나) 전체작업반 및 

유엔 총회의 승인 이후에 보고서를 출판하기로 함 

28. 전문가그룹회의(2012.11.26~30, 뉴욕 유엔본부)

가. 목적

1) 1차주기 보고서 작성 사전작업에 대한 논의

나. 참석자

1) 전문가그룹 16명, IOC, UNEP 관계자

다. 주요 논의 내용

1) 웹사이트

가) RP 웹사이트가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며, GRID-Arendal과 DOALOS간 

양해각서가 조만간 체결될 예정임

나) 기존 한국자료를 GRAMED에 선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있음

2) 저자 가이드라인

가) 주요저자 및 리드멤버의 정의, 역할에 대해 재논의함

나) 저자의 지역별, 성별 안내 필요성이 제기됨

다) 평가보고서 완성 절차에 대한 재작성의 필요성에 동의함

* 현재까지 270명의 전문가풀이 구성되었으나,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번도 연락이 가지 않음에 주목, Alan Simcock이

곧 편지를 쓰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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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제 7차 지속가능개발 
위원회 보고서  

(E/1999/29-E/CN.17/

1999/20)

▪20절: 해양과 연안관련 이슈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자문기구로서 GESAMP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노력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은 
IPCC와 함께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제패널 

<표 2> UN Regular Process 논의경과

3) 생물다양성 부분 장별 구조 논의

가) 전지구적차원에서 corals, hydrothermal vents, marine mamals, sea-mounts,

sea-birds, seagrasses, macroalgae 등을 다루기로 함  

나) 지역별 차원에서 어류종, 플랑크톤, 저서생물을 다루기로 함

* 기본적으로 AoA의 21개 지역구분을 제시하여서 다들 동의하였으나, 융

통성 있는 접근이 강조됨

4) 능력배양

가) 각 장에서 능력배양이 필요한 부분을 총괄할 멤버를 구성해야 함

나) DOALOS에서 능력배양 관련 목록을 구축한 바, 이를 활용하고 UN 산

하 관련 기구 등과 협조하기로 함

다) 지역별 워크숍에서 언급된 능력배양 내용을 통합하여 근거로 활용함

라) 능력배양의 격차를 정확이 파악하고 해야할 바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함

마) 다음번 전체작업반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함

5) 보고서 작성 관련

가) 보고서 작성 과정을 관리할 focal point가 필요함

나) 일의 진행을 시간별로 체크하고 지연되면 독촉이 필요함. 예산 관련하여 

다음 전체작업반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6) 추후 일정

가) 전체작업반회의 4월 22~26일

나) 전문가그룹 회의 2013년에 2회 예정

다) 남태평양지역 워크숍(2013.2 호주)

라) 인도양지역 워크숍(2013.3 스리링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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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제안하였음  

▪21절: 해양과 바다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일관적, 복합적 지속적인 
접근법의 규명을 우선으로 함

2001년 
2월

제 32차 UNEP 거버닝 
협의회, 제 2차 전세계
장관 환경포럼

(나이로비, 케냐, 2001년 
2월 5~9일)

▪아이슬랜드는 전지구적 해양평가(UN Regular
Process)의 필요성을 제안함

▪UNEP GC 결정안 21/31은 ‘해양환경상태 
평가를 위한 Regular Process 설립의 실행
가능성 검토’를 채택함 

2001년 
9월

해양환경상태 평가를 
위한 Regular Process

설립 타당성 조사

(레이크자비크, 아이슬
랜드, 2001년 9월 12~14

일), ‘아이슬랜드 회의’

라고도 불림 

▪UN Regular Process 과정 개발은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함

▪이 과정은 과학에 기초한 환경적 변화와 영향
에 대한 지침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됨

▪이 과정에 대한 청사진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워크숍 개최가 제안됨 

2002년 
3월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
적평가를 위한 Regular

Process 설립의 타당성
에 관한 기술적 워크숍 
(브레멘, 독일, 2002년 3

월 18~20일), 또한 ‘브
레멘 회의’라고도 불림

▪Regular Process에 관한 합의와 Regular Process
설치 방법을 결정함 

▪평가 과정의 일반적인 개요와 요소들을 승인함

▪관련된 과학 활동들과 최근과 미래의 해양환경
평가와 관련된 과학 활동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함 

2002년 
8월/9월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요하네스
버그, 남아프리카, 2002

년 8월 26일~9월 4일)

▪‘2004년까지 각 지역에 현존하는 해양환경평가
들을 근거하여 UN산하에 사회․경제적 측면
을 포함하여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세계해양
환경상태보고 및 평가를 하는 정규과정 설립’
[요하네스버그 계획 실행에 관한 36b절]이 채택됨

2002년 
12월 

제 57차 UN 총회 

A/RES/57/141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57/141

▪2001년 GC 결정안 21/13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의안은 ‘2004년까지 국제연합산하에 기존 
지역적 평가에 근거하여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상태의 전
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을 수립’

하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36b절을 결의 
57/141로 승인함

▪유엔총회는 ‘협의의 과정(Consultative Process)’

의 과거 업적을 칭찬함. 또한 3년 기간을 연장
하고 60차 회의에서 협의의 과정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JPOI의 36b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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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유엔총회는 결의 GC21/13에 따른 UNEP

의 업적을 추켜세우며, UN Regular Process

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할 것을 사무총장에
게 요구함 

2003년 
2월 

제 22차 UNEP 관리 

협의회 

▪UNEP 관리 위원회 결의 22/1

▪유엔총회 결의안 57/141에서 요청된 Regular

Process를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UNEP의 
기여와 활발한 참여를 요구함

2003년 
9월 

Regular Process

A/58/423의 방식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 

▪유엔총회 결의안 57/141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전세계해양환경평가를 위한 Regular Process

(A/58/423) 설치를 위한 양식에 대한 제안서
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음. 이 보고서는 
UNESCO-IOC 본부에서 내부 조직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얻어진 결과를 반영함

2003년 
9월 

제 58차 UN 총회 
A/RES/58 /240

▪유엔총회 결의안 58/240은 국제워크숍 개최를 
포함한 Regular Process 설립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취함

▪특히 64절에 근거하여 ‘요약문을 검토하고 고려
하기 위한 협의과정의 5차 회의와 관련하여 모든 
관계된 조직의 대표자를 초청하는 국제워크숍의 
개최’가 요구되어짐

▪공식적으로 Regular Process 설립과 문서 채택과 
최종승인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임

▪1992년 9월 22일의 47/202 결의안의 17절과 
관련하여 2004년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국가간 
회의가 개최되었음. 사무총장에게 Regular Process

개발에 관한 제59차 회의에서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 

2004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58/240

에 따라 사무총장은 전
문가 그룹을 소집함 

이 그룹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와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UNESCO-IOC가 의장이 됨

A/AC.271/WP.1

▪요약문은 질 확실성, 제도적 준비, 능력배양,

재원마련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전세계해양
환경평가를 위한 정규과정의 범위,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아웃라인을 상세화하는 기초문서를 
작성함

2004년 
6월 

UN 비공식해양법회의에 
의하여 제 1차 UN Regular

Process 국제워크숍 개최

(뉴욕 A/59/126)

▪유엔총회가 UN Regular Process를 위한 준비
워크숍의 다음 단계를 감독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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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제 59차 UN 총회

A/RES/59/24

▪AoA 단계 시작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Regular

Process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결의안 
57/141, 58/240과 요하네스버그 실행 계획을 
논의함

▪유엔총회 결의안 59/42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 상태 평가와 전지구적 보고를
위한 Regular Process’에 관한 제 2차 국제워크
숍 소집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함

2005년 
6월

UN 비공식해양회의 및 
UNDOALOS에 의한 제 
제 2차 UN Regular

Process 국제 워크숍

(뉴욕 A/60/91)

▪UN Regular Process 착수단계인 ‘AoA‘(현존하
는 해양환경상태평가에 대한 결함(gap)분석 및 
현황 파악)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2005년 
11월

제 60차 UN 총회 결의
안 A/RES/60/30

▪UN 총회 결의안 60/30에서 Regular Process

수립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AoA’를 2년 안에 
완료하기 위한 시작단계에 착수하기로 결정
하였음(Article XI, para. 89-96)

▪‘“AoA”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임시조정그룹
을 포함한 조직적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
였다‘ (91절)

2006년 
6월

제 1차 UN Regular

Process 임시조정위원회 
/뉴욕

▪UNEP-WCMC에 의하여 지역적, 전지구적 
평가에 대한 설문지를 검토함

▪전문가 프로파일과 선택수준을 고려함

▪전문가 그룹에게 초안 권고안을 제시함 

▪Regular Process 수행 전략의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세부항목을 작성함

2006년 
12월

제 61차 UN 총회 결의
안 A/RES/61/222

(초안 A /61/L30)

▪결의안 60/30을 상기시키고, 임시조정그룹에게 
2년 내에 ‘AoA’의 완성을 촉구함

▪뉴욕에서 열린 제 1차 임시조정그룹회의에 대
한 보고서를 작성함

2009년 
6월

AoA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A/64/88)

▪UNEP과 IOC에서 AoA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함

2009년 
8월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제 1차 
임시전체작업반회의

(A/64/347)

▪UN Regular Process의 목적, 프레임워크,
첫 번째 단계, 추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함

▪UN Regular Process에 대한 각국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에 임시전체작업반회의
를 개최하기로 함

▪UN Regular Process 첫 번째 주기를 2010~2014년
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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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Regular Process 첫 번째 주기 운영을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 설립에 동의하는 등의 권고안
을 작성함

2010년 
3월

제 64차 UN총회 결의안
A / R E S / 6 4 / 7 1 (초안 
A/64/L.18)

▪Regular Process 1차주기(2010~2014년) 승인

▪임시전체작업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2010년 
8월말에 제 2차 임시작업반회의 개최를 결의함

▪UN Regular Process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UN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전문가
그룹 구성을 지시함

▪UN Regular Process 시행을 위한 자발적 신탁
기금 설립을 요구함

2010년 
4월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A/65/69/Add.1)

▪Regular Process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보고함

2010년 
5월

UN Regular Process 시행
을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결의안 64/71에 따라 지역별로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함(아프리카 3명, 아시아 5명, 동유럽 
1명, 남미 및 캐리비안지역 5명, 서유럽 및 기
타지역 5명)

2010년 
6월

제 1차 전문가그룹 회의
▪A/64/88의 para. 60의 의제 6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2010년 
9월

제 1차 임시작업반회의
(A/65/358)

▪Regular Process 실행을 위한 방법론(modality)을 
결정함(Regular Process 목적, 주요 특징, 첫 번
째 주기 범위, 주요 질문들과 청중 등)

▪새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첫 번째 주기의 1단계
(2010~2012)에 활동하기를 권고함

▪자발적 신탁기금 마련을 위한 Terms of Reference
를 배포함

2011년 
2월

제 2차 전체작업반회의
▪Bureau 구성 및 기능, 지역별 워크숍 개최방
법, 자발적 기여전문가 선별 및 활용 등에 대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추가 회의가 결정됨

2011년 
6월

제 2차 전체작업반 

추가회의

▪Bureau 구성방법 및 역할, 기여전문가 선별 기준 
및 워크숍 가이드라인 합의 및 권고안을 채택함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은 2012년도 전체작업
반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칠레가 CPPS와 공동으로 남동태평양지역 워크숍 
개최 의사 밝힘

2011년 
9월

남동태평양 지역 워크숍 
개최

▪UN Regular Process 소개, 남동태평양지역 기존 
평가현황 및 능력배양 수요를 공유함

2012년 
1월

DOALOS로부터 Bureau
및 기여전문가 추천 요청

▪Bureau(Bureau) 진출 의사 표명을 요청함

▪기여전문가에 대한 회원국 추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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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UN Regular Process 소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기존 평가현황 및 능력배양 수요를 공유함

▪1차주기 보고서 작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2012년 
3월

제 66차 UN총회 결의
안(A/66/L.21)

▪제 2차 전체작업반회의 권고안을 승인함

▪전문가 선별 기준 및 워크숍 가이드라인을 승인함

▪Bureau 수립 및 역할을 승인함

▪지역별 워크숍 조속한 개최 권고, 남동태평양
지역 워크숍 개최 환영, 중국과 벨기에 주최 
워크숍 개최 예정을 환영함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에 대한 최종 승인은 
제 3차 전체작업반회의에서 하기로 함

▪전체작업반회의 이전에 한차례 이상의 전문가
그룹회의 개최를 요청함

2012년 
4월

2012년 전체작업반회의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과 ‘전문가그룹 위임
사항 및 작업방식’을 합의함 

▪Bureau 구성함

▪전문가풀 관련 추가적인 전문가 추천이 필요
하다는데 공감함

2012년 
6월

북대서양, 발틱해, 지중
해 및 흑해지역 워크숍 
개최

▪RP 수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해당 지역 전문가들의 평가현황 발표 및 1차주
기 보고서와의 연계방안을 논의함

2012년 
9월

동아시아지역 워크숍

▪평가방법론 소개 및 RP 평가보고서에 적용 가
능성을 평가함

▪평가방법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2012년 
5,9,11월

Bureau 회의

▪지역별 워크숍 개최 진행상황 점검 및 참여를 
독려함

▪기여전문가 추가 추천 독려 방법을 논의함

▪RP 웹사이트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함

▪신탁기금 독려방법을 논의함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검토 및 승인을 함

2012년 
11월

전문가그룹회의
▪1차주기 보고서 작성 사전작업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RP 웹사이트, 저자 가이드라인, 평
가보고서 장별 구조에 대해 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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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UN Regular Process 시행 체계

제1절  목적 및 범위

1. 목적

가. 최종 목적

1) 전지구적․초지역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전세계해양

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 통합적인 해양환경

관리 지원을 통하여 전세계해양환경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함

나. 세부 목적

1) 건전한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해양과 연안생태계의 과학적 

이해․평가 증진(2002년 지속가능정상회의결의 36조)

2) 세계 해양 전체에 대한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 실시

3) 지구전체와 지역차원에서, 통합평가와 해양의 생물자원과 비생물자

원의 보전과 관리, 시의적절한 해양환경상태의 예측과 평가를 위한

적절한 해양과학과 해양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과학 기술협력 증진

4) 연안과 해양환경이나 해양의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잠정적으로 유해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사정, 보고 기법들의 사용을

제고하는 것을 포함한 해양과학, 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역량 배양

5) 기존 지역적 평가에 근거하여,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해양환경상태 

보고와 평가를 객관적으로(독립 전문가심의) 추진하여 투명성 확보

6) 지역 및 국가차원의 평가들에 근거한 해양환경의 상태와 추세에 관한 

과학적 발견

7)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방안 제공

8) 전문가 평가를 거친 과학보고서를 정책입안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9) 지역 및 지구적 차원에서 지식의 결함(gap)을 규명하고, 관측, 감시,

자료 관리체계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육성지원

10) 정책개발에 관련되나 정책 제안은 아닌 포괄적인 생태계-기반의 관리

방안을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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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N Regular Process 목적

2. 수립 근거7)

가.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제12장은 모든 해양환경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

책임, 권한 등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적 제도로서 첫 번째

시도임

2) 동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해양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개별 국제협정에서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3) 동 협약 제192조는 국가들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제200조에서 국가들은 해양오염의 성격과 

범위, 해양환경의 악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적, 그리고 전지

구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과 관련하여 동 협약 제202조(c)호는 환경

평가를 준비하는데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5) 모니터링과 환경평가에 대한 동 협약 제204조 내지 제206조는 국가들에게

해양환경 악화의 위험과 영향에 대하여 “인정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7) 해양환경평가(GMA)에 대비한 정책방향 연구, 2005,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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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측정, 평가, 분석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6)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에 관한 동 협약 제13장은 

과학이 해양환경에 관한 지식기반임을 인정하고 국가들은 해양과학

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협력하도록 함

나. 의제 21

1)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는 해양오염에 대한 권고에서 현존하는 제도들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악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발전시켰음 

3)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생태적 방법은 유엔해양법협

약에서 암시되었고, 의제 21을 통하여 명확히 표현되었으며, 이는 해

양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인 기반과 다른 활동들과의 상호관계를 고

려하도록 함

4) 제17장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5) 이는 해양환경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활동들에 대한 사전

평가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다. 전지구적, 지역적 기구와 수단

1)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전후에 체결된 여러 조약들과 제 수단들은 

해양환경평가의 시행을 제공함

2) FAO와 UNEP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 기관 및 프로그램은 해양과

학조사, 정보교환 혹은 특정형태의 해양평가를 하도록 위임받고 있음

3) 또한 지역적 수단과 프로그램은 해양환경평가에 대한 전지구적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함 



－ 50－

[그림 5] UN Regular Process 수립 근거

3. 개념8)

[그림 6] UN Regular Process 개념

8) 출처: 해양환경평가(GMA)에 대비한 정책방향 연구, 2005, 한국해양연구원)



－ 51－

구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평가(UN

Regular Process)

의의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제도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제도

▪오염물질의 유입,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해역
지정,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점유사용,
어업면허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기존 지역적
평가에 근거하여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회 ・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환경상태의
전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
과정

목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 도모

▪경제성, 기술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유지․조성

▪해양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해양환경의
보존을 도모

▪평가결과를 통해
연안과 해역에
대한 정책,
종합관리계획,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적․이론적
근거 제공

대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보호지구,
습지보호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
역(공동주택 건설),
지하수보전구역

▪농림지역,
완충지역,
자연환경지구,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
역(공동주택건설사
업외의 개발사업),
소하천구역

▪준농림지역,
공익임지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
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
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개항질서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세계의 전 해양과
해양환경 관련
모든 문제들을
포함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해양오염방지법 ▪유엔해양법, 의제
21, 전지구적․지역적
기구

수행

기관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청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관계행정기관,
국토해양부

▪UN

<표 3> 기존 환경평가와 UN Regular Process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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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위

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해양환경상태와 추세, 그리고 미래의 

인간행복과 발전에 대한 정기적 평가

1) 정기적 평가의 의의

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해양 환경의 상태와 이미 적용된 수단의 

효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나) 새로운 정보와 위협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고 미래 추세를 

예상함

다) 지식 결함과 이에 따른 미래 연구 수요를 파악함

라) 해양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새 방법 및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습

을 지원함 

마) 모든 차원에서 해양 평가 역량을 강화함

바) 기존 평가와 다음 단계의 평가사이의 지식과의 연속성을 유지함  

나. 평가의 접근방법은 통합적인 생태계평가이며, 해양환경평가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 간의 네트워킹 증진, 능력배양, 지식기반의 강화를 통해 

지역적, 소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평가과정을 격려함

다. 지리적으로는 연안, 하구에서 해양분지로 전 지구해양 포함. 즉, 전지구적,

초지역적, 지역별 및 국가적 영역을 포함함

1) 전지구적 평가의 의미

가) 여러 해양 문제는 전지구적 규모가 아닌 지역별 그리고 하위 단위에서 

발생하지만, 지역간의 연계성이 존재함(예):

(1) 오염, 이동성 야생동물, 중요 서식지, 침략종, 해양 폐기물 

(2) 수계로부터의 유입 또는 넓은 범위의 공기 오염

(3) 대규모 현상(엘리뇨, 기후변화)

나) 능력배양을 포함한 공유된 문제 및 우선순위를 다룰 수 있음

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문제, 연계성, 결함에 대해 이해 가능,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시켜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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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약성 평가

1) 압력에 취약한 인간그룹, 자연과정, 비인간생물종,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함

마. 대응평가

1) 해양환경 관련 압력을 지정하고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된 

대응관리를 파악하고 성공여부를 평가함

2) 미래 옵션과 가능한 성과, 비행동 비용뿐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을 

평가함

바. 전망

1) 현재의 해양환경과 관련된 인간활동에 대한 결과와 미래 상태에 대한 

전망 포함

사. 평가 범위

1) 해양물리, 해양영양순화, 생태계, 수산․양식, 해상운송 및 항만,

오염물질, 탄화수소산업 및 해양에너지, 폐기물, 해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 전반 분야를 포괄함

2) 각 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측면 평가를 포함함

3) 모든 해양을 포함한 전지구적 평가와 몇 개의 지역해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초지역적 평가로 나뉨

4)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보의 수집⋅분석⋅평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며, 드라이버(Driver)-

압력(Pressure)-상태(Status)-영향(Impacts)-대응(Response)의 DPSIR을 

기본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함

5) 해양환경 관련 압력을 파악하고 환경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된 

대응관리와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함. 또한 미래 옵션에 대한 평가도 

포함됨

6) 이밖에 현 해양환경과 관련된 인간활동의 현 상태 및 미래 상태에 

대한 전망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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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N Regular Process 범위

5. Regular process의 가치

가. 완전 통합된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과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해양에 대한 전지구적 개관을 보증함

나.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게 함

다. 정책 개발을 위한 지식을 제공함

라. 인간활동을 다루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마. 역량배양에 대한 투자를 안내함

바. 원칙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함

사.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과정을 기반으로 구축함 

6. Regular Process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이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함

나. 전지구적 평가결과가 각 지역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때 Regular Process

의 정책 관련성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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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진체계 및 작업방식

1. 추진체계 

[그림 8] Regular Process 추진체계

가. 전체작업반회의

1) 회원국, 국제기구, NGO, 관련 과학기구로 구성됨

2) Bureau 구성을 포함한 Regular Process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현안 

사항을 승인함

3) 회의 결과는 유엔총회 승인을 거쳐 결의안으로 확정됨

4) 유엔총회 결의안은 회원국에 배포되어 회원국의 Regular Process

추진방향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침

나. Bureau

1) 15개 회원국(지역별 3개 회원국 이내)으로 구성됨 

2) 전체작업반회의 이외의 기간 중에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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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들의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작업과 Peer Review를 위한 

전문가그룹의 준비사항 승인이 주요 활동임

지역 회원국

아프리카지역

가나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태평양지역

중국

한국

스리랑카

동유럽지역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서유럽 및 기타

스페인

미국

그리스

<표 4> Bureau 회원국

다. 전문가그룹

1) 평가보고서 작성 작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짐

2) 평가보고서 작성 관여 전문가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함

3) 지역별 워크숍에서 지역 전문가들을 위한 능력배양 활동을 수행하고 

기존 평가 현황을 파악함

4) 전체작업반회의에서 평가보고서 작성 추진 현황 보고 및 의제 지원

5) 최대 25명(지역별 5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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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름(국가)

아프리카지역

Renison Ruwa (케냐) 
Rolph Antoine Payet (세이셸)

Osman Keh Kamara (시에라 레옹)
Amanuel Yoanes Ajawin (수단)
Joshua T. Tuhumwire (우간다) 

아시아‧태평양지역

Peyman Eghtesadi (이란)
Kunio Kohata (일본)
Juying Wang (중국)

Angel C. Alcala (필리핀)
Chul Park (한국)

동유럽지역
Georg Martin (에스토니아)

Jan Marcin Wę.sławski (폴란드)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역

Enrique Marschoff (아르헨티나)
Lorna Inniss (바베이도스) 

Beatrice Padovani Ferreira (브라질) 
Patricio Bernal (칠레)

Sean O. Green (자메이카) 

서유럽 및 기타

Peter Harris (호주)
Saskia Van Gaever (벨기에)

Jake Rice (캐나다) 
Alan Simcock (영국)

Andrew Rosenberg (미국) 

<표 5> 전문가그룹 명단(2011.10 현재)

라. 사무국 

1) UN DOALOS(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2) Regular Process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함

마. 기여전문가

1) Regular Process 통합보고서 작성에 주요저자, 편집자, 검토자로서 

활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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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발적 신탁기금

1) 개발도상국 전문가 참여 및 능력배양, 전문가그룹 관련 활동의 재정적 

지원에 주로 사용됨

사. 지역별 워크숍

1) 1차주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역별 사전 활동임

2) 1차주기 평가 목록 형성, 회원국 능력배양 수요 파악, 통합평가를 위한 

능력배양이 주 목적임

아. 회원국

1) 국가 자료를 제출함

2) 기여전문가를 지명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문가풀을 제공함

3) 평가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

4) 전체작업반회의에 참여하여 국가별 의견을 제시함

5) 희망 시 지역별 워크숍을 주최함

6) 필요 시 국제기구와 협력함

자. 국제기구

1)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활동을 지원함

2) 회원국 요청에 따라 지역별 워크숍의 조직을 지원함

3) 현안에 따라 전문가그룹 및 기여전문가 활동을 지원함

차. 유엔총회

1) Regular Process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전체작업반회의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함

2) 승인된 결의문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의 정책에 반영함

2. 평가보고서 작성 작업방식

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패널(IPCC) 작업방식과 유사하게 실행 예정임

나. 국가별, 지역별, 전지구적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지역별 

보고서를 작성함

다. 지역별 보고서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라. 지역별로 약 200여명 총 1,200여명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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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보고서 작성 작업 추진 절차

[그림 9]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작업 추진 절차-1

[그림 10]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작업 추진 절차-2



－ 60－

4. 주요 참여자 역할

가. 전문가그룹

1) 평가보고서 작성을 총괄적으로 책임짐

2) 주요저자, 자문단, 동료평가자를 추천함

3) 작업문서 및 장별 보고서를 검토함

나. 작업문서 초안 주요 저자

1) 작업문서 초안을 작성함

2) 자문단 의견 반영하여 작업문서를 수정함

다. 장별 초안 주요 저자

1) 각 장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2) 자문단 의견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함

라. 자문단

1) 작업문서 검토 의견을 제시함

2) 보고서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함

마. 동료평가자

1) 회원국과 전문가들이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함

바. 전문가풀

1) 각 회원국이 추천한 전문가풀, 전문가풀에서 저자, 자문단, 동료평가

자를 지정함

2) 2012년 10월 10일 현재 총 255명의 전문가가 추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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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원국 명수

아프리카지역 나이지리아 7

아시아‧태평양지역

중국 63

한국 10

태국 3

카타르 1

동유럽지역

알바니아 1

폴란드 2

루마니아 1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지역

아르헨티나 4

브라질 15

칠레 20

콜롬비아 3

도미니카 1

자메이카 4

멕시코 3

페루 4

토바고 3

우루과이 2

서유럽 및 기타지역

벨기에 1

호주 8

필란드 1

프랑스 11

독일 8

몰타 1

뉴질랜드 4

노르웨이 10

포르투갈 10

영국 6

미국 38

<표 6> Regular Process 기여전문가(2012.10.10 현재)

※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에 27명의 기여전문가 추가 추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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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요약

(a) 해양의 인간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b) 해양환경, 인간 경제적·사회적 복지에 주요한 위협들 

(c) 능력배양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능한 수단들

(d) 지식에서의 가장 심각한 결함과 이를 메우기 위한 가능한 수단들

(e)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관련될 수 있는 가능한 회복 활동에 관련된 요인들

2부. 평가 맥락

1장. 지구: 해양 및 생명 

* 연안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해양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

 

2장. 위임사항, 정보 출처, 작업방법

2A. 유엔 총회에 의한 RP 목적, 범위, 위임사항

2B. RP 근거, 평가 필요성

2C. 해양․바다의 인간의 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자료 수집 

관련 일반적 이슈

2D. 1차 통합평가 수행 과정 기술

3부. 해양 환경의 주요 생태계 서비스 평가

3장.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이해

4장. 물 순환에서의 해양의 역할

4A. 물 순환의 해수 및 담수 영역간의 상호작용

4B. 해양 온난화, 해수면 변화의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시사점

4C. 해수의 화학적 구성(염분, 영양성분, 영향 등)

4D. 염분 및 영양염 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시사점

4E. 열전달에서 해양의 역할: 엘니뇨 및 유사 현상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F. 해양기온, 주요 해양 온도 현상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시사점 

5.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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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해양/대기 상호작용(IPCC 작업결과 반영)

5A.  대기 상태 조절에서의 해양의 역할(산소 생산, 이산화탄소 격리)

5B. bis 석탄사업의 규모와 중요성

5C. 해양과 관련한 기상 현상: 허리케인 및 태풍, 몬순, 무역풍 등

5D. 기상학적 현상의 변화에 따른 환경, 경제 및 사회의 시사점

5E. 해양 산성화(산호 백화 포함)

5F. 해양 산성화에 따른 환경, 경제 및 사회의 시사점

6장. 주요 생산물, 영양염 순환, 표층 및 플랑크톤

6A. 주요 생산물의 전지구적 분포 및 현재 분포에 대한 이유

6B. 표층 및 플랑크톤: 표층과 플랑크톤과의 관계

6C. 주요 생산물 변화에 따른 환경, 경제 및 사회의 시사점

7장. 해양 기원 탄소생산

8장. 해양환경으로부터 유래된 미적 종교적, 정신적 생태계서비스 

9장.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주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결론

4부 – 교차이슈 평가: 식량 확보 및 안전

10장. 식량의 자원으로서 해양과 바다

- 인간이 식량 확보를 위해 해안 및 해양에 의존하는 정도, 전세계 

여러 지역 간의 변화, 일부 지역이 어업 및 수산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정도 – 기타 생태계 제공 서비스

11장. 상업적 어업

11A. 상업적 어류 및 조개류 자원량

11B. 기타 어류 및 조개류 자원량

11C. 먹이사슬에 대한 영향, 어류 포획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1D. 해양생물자원의 오염의 영향: 식량을 위해 활용된 해양생물자원량의 

화학적, 방사성 오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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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E. 불법적인 어업

11F. 상업적 어업 관련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11G.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류 및 조개류 자원량의 추후 10년의 전망

11H. 상업적 어업 종사 및 상업적 어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해

양생물자원 현황 및 추세 평가 능력의 결함 파악

12장. 양식업

12A. 양식업의 규모 및 분포

12B. 양식을 위한 투입 및 영향

12C. 양식 기원 오염

12D. 양식과 관련한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12E. 모든 관련된 요소들에 비추어 양식 역할의 추후 10년 전망

12F. 양식업 종사 및 양식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의 

결함 파악

13장. 수산자원량 증식

13A. 바다목장 및 부화를 통한 격감된 자원량 회복

13B. 해양생물자원의 다른 생태계로의 이식

13C. 인공증식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3D. 어류 자원량 증식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13E. 어류 자원량 증식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의 

결함 파악

14장. 해조류 및 기타 해양기반 식량

14A. 어류 및 조개류 이외 해양으로부터 도출된 식량 수집의 규모, 위치 

14B. 해초류 및 기타 해양기반 식량 수집의 잠재적 영향

14C. 해초류 및 기타 해양기반 식량 수집과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의 결함 파악

14D. 해초류 및 기타 해양기반 식량의 환경적, 사회경, 경제적 측면 평가 

역량 결함 파악

15장. 해양 기반 식량 및 어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측면

15A. 인간 보건과의 관계성: 해양기반 식량의 보건 이점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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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 어업(및 수산업)에서의 고용의 규모 및 중요성

15C. 사회적 구조에서의 어업의 역할

15D. 국제적 수산 조약의 실행: 조약 수행과 관련한 능력배양 수요

15E. 시장변화의 영향

15F. 다른 산업과의 연계(장비(특히 어선) 제공 및 가공 생산에 어업 및 

수산업에 의존하는 경제적 활동의 규모) 

15G. 어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 능력 격차 파악

16장. 식량확보 결론

16A. 주요 이슈 요약

16B. 해양자원으로부터 장기적인 식량 개발(기후변화 영향, 인구 변화 영

향, 육상 식량 생산의 변화와의 관계) 

5부 –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인간활동

17장. 해상운송

17A. 전세계 무역에서 해상운송의 중요성(경제적 이득)

17B. 해상운송으로 인한 위협

17C. 위해물질, 독성, 방사성 물질 운송에 의해 초래되는 해양환경으로의 위협 

17D. 다른 산업 및 상업과의 연계(조선 – 난파 – 벙커 – 보험 – 용선 및 

항법 서비스)

17E. 해상운송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17F. 해상운송 종사, 국제협약 및 다른 수단을 포함한 해상운송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의 결함 파악

18장. 항구

18A. 항구 활동의 규모 및 중요성

18B. 항구 생성 및 유지관리의 영향

18C. 항구 생성 및 유지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18D. 항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평가 능력 결함 파악

19장.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19A. 케이블 및 케이블 부설의 규모 및 중요성

19B. 케이블로 인한 잠재적 오염 및 물리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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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과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19D.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 종사 및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0장. 육지 기원의 연안, 강, 대기 유입물

20A. 도시 폐수(주요 도시 및 항구의 크루즈선의 영향 포함)

20B. 산업 폐수(점오염원 포함)

20C. 농업으로 인한 유출물 및 배출물 

20D. 부영양화

20E. 방사능 물질의 유입(핵산업 및 비핵 산업)

20F. 육지 기반 유입물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수단의 주요한 환

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20G. 폐수, 산업적 방출물, 농업 유출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0H. 담수화 규모 및 환경적 영향. 담수화 종사 및 이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1장. 해양 탄화수소 산업 

21A. 해양 탄화수소 산업의 규모 및 중요성

21B. 지진탐사를 포함한 폭발, 개발, 시설해체로 인한 영향

21C. 해양 시설 설치 시 재난 사고 및 영향

21D. 해양 탄화수소 시설 설치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21E. 해양 탄화수소 산업 종사 능력 및 해양 탄화수소 산업의 환경적, 사

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2장. 기타 해양 기반 에너지 산업

22A.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22B.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의 환경적 이점 및 영향

22C.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의 경제적 성과 예측

22D.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설치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22E.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종사 및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파

력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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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기타 해양 채광 산업

23A. 모래 및 자갈 추출의 규모 및 중요성

23B. 모래 및 자갈 추출의 경제적 이점 및 사회적 영향 

23C. 기타 해저 채광 산업의 발전: 현 상태 및 잠재적 규모

23D. 해양 채광 산업 관련 주요한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23E. 해양 채광 종사 및 해양 채광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4장. 고형폐기물 처리

24A.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과 유형 및 폭발적이고 위해한 액체 및 기

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24B. 고형폐기물과 관련하여 취해진 수단의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

적 영향

24C. 고형폐기물 처리 종사 및 고형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5장. 해양 쓰레기

25A. 해양 쓰레기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문제 규모 및 분포

25B. 해양 쓰레기 근절을 위한 접근

25C. 해양 쓰레기 처리 능력 및 해양 쓰레기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6장. 육지/해양 물리적 상호작용

26A. 간척사업

26B. 바다에 의한 육지 침식

26C. 퇴적 변화

26D. 육지/해양 물리적 상호작용 평가능력 결함 파악

27장.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27A.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위치 및 규모(크루즈선 포함)

27B. 스포츠 낚시 및 해양 야생물에 대한 영향

27C. 민감한 해양 지역에서 오락 및 관광 선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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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 하수 및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관광

27E. 서식지 교란 및 파괴를 포함한 다른 환경적 영향

27F. 해양종 및 서식지 보존과 관광과의 관계

27G. 관광의 환경적 영향 관리와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7H. 관광 및 해양환경의 접점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8장. 담수화

담수화 규모 및 담수화의 사회적, 경제적 이점 및 환경적 영향

29장. 해양 유전(genetic)자원의 활용

29A. 유전자원 활용 포함 연구 및 탐사의 현 규모

29B. 유전자원 활용 및 개발 관련 연구의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29C. 해양 유전자원 현황 및 추세 평가 능력 결함 파악

30장. 해양과학연구

30A. 해양과학연구의 주제, 규모 및 위치

30B. 해양과학연구 관련하여 취해진 수단의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30C. 해양과학연구 종사 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해양과학연구의 환경적, 사

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31장. 인간활동에서의 결론

32장. 위에서 기술된 인간활동 종사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6부 – 해양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33장. 서론

Section A 해양 생물다양성 개관

34장. 해양 생물다양성 규모

35장. 해양 생물다양성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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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 주요한 종 및 서식지 대략적인 현황

35장과 36장을 카테고리화하여 아래 세부주제로 다룸

- 연안(조간대 및 천해 서식 암석, 생물유전의 서식지: 예, 다시마숲, 천해, 

열대 산호초)

- 연안 퇴적 서식지(예, 맹그로브, 해수 소택지, 다른 거대 초목, 해초 

및 일그래스 베드)    

- 대륙 암석 및 생물 발생 산호초 서식지

- 대륙붕 퇴적 서식지(예, 해산, 심해 제방 및 고원)

- 심해(예, 해상, 해저사면, 해저 고원, 열수 분출물, 냉수 산호초)

- 물기둥 서식지

Section B. 생과학적으로 위협받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해양생태계, 종, 서식지

37장. 연안 암석 및 생유전적 서식지 및 관련 종

38장. 연안 퇴적 서식지 

39장. 연안암석 및 생유전적 산호서식지 및 관련 종

40장. 대륙붕 퇴적 서식지

41장. 심해 서식지 및 관련종

42장. 물기둥 서식지 및 관련종

 

Section C. 해양종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해 취해진 수단들의 영향과 능력배양 수요

43장. 해양종 및 서식지 보존과 관련한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44장. 능력배양 수요종 및 서식지 현황 및 추세 평가 결함 파악

Section D. 해양생물다양성 요약

45장. 33-44장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요약

7부 – 전반적 평가

44장. 해양에서 인간영향의 전반적 평가

45장. 인간에 대한 해양의 전반적인 가치

부록 - 용어 정리 



－ 70－

6. 지역별 워크숍

가. 목적

1) 어떤 종류의 데이터와 분석이 현재 각 지역 내에서 기존 평가를 위한 

토대를 구성하는지 이해시킴

2) 각각의 지역 워크숍에서 어떤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요소가 평가되고 

누구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와 관련한 데이터 보유 및 분석 방법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

나. 지역별 워크숍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

1) 각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서 수행된 생태, 사회 및 경제적 

평가에서의 기록 항목을 수집함

가) 특정 평가를 수행한 기관

나) 평가에 대한 주요 클라이언트 및 이들의 주요 사용 목적

다) 평가에 대한 시간 및 공간적 규모, 평가 주기 빈도

라) 데이터 유형, 경험적 지식, 지표, 기타 평가에 기여하는 정보 출처

마) 구성요소 정보 세트의 상태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바) 여러 종류의 정보, 특히 사회, 경제 및 생태계 정보의 통합 정도와 방법

사) 평가에 사용된 참조 수준 또는 생태독성 평가 기준 출처

아) 평가에 사용된 예측, 예상 및 시나리오의 정도 및 출처

자) 데이터 외삽법 오류, 불확실성, 정보 불일치가 평가에서 해결되는 방법

차) 평가 수행 비용

2) 평가에서 식별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지역 평가에서 

사용된 접근법에 대해 검토함

3) 전체 통합 평가에 필요한 구성요소(하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및 수집되어야 할 정보를 

파악함 

가) 어떤 종류의 관련 데이터가 수집 및 관리되며 어느 국가와 기관에 의해 

수집 및 관리되는가(이는 일부 주요 사회 및 경제 데이터의 경우에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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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보 유형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 지식이 

정보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동반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

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4) 각 지역 워크숍에 대한 결론에 앞서 수행해야 할 단계를 파악함 

가) 지역, 국가 및 기관 연락처를 파악함

나)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Regular Process에서 전문가가 

이를 완전 통합 평가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정보 및 지식의 유통을 위한 단기적인 역량을 구축함 

다) 기존 평가 결과를 보다 잘 통합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 및 분석의 

시간 및 공간 규모에 대한 호환성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에 대한 일정을 확인함

라) Regular Process의 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Regular Process가 

자신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평가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계획(연락 포함)

다. 지역별 워크숍 이후 단계

1) 수집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1차 통합 평가에 대한 구조와 접근법을 

개발함

2) 지역별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함 

가)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지표에 대해 제안함

나) 전지구 및 초광역 평가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표를 위한 참조 

수준이 갖춰야 할 일관된 생태계, 경제 또는 사회적 해석에 대해 제안

함(지표는 평가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였음)

다) 최초 사용을 위한 정보 및 분석의 활용성을 침해하지 않고 시간 및 공간 

규모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방법으로 기존의 평가로부터 데이터, 정보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제안함 

라) Regular Process 하에서의 평가가 지역 간 공통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수행된 다음 주기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제안함

마)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및 불확실성의 함축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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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데이터 취득 및 관리, 발췌 및 경험적 지식의 적용, 평가 방법 및 시나리오

고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새롭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워크숍 경험을 활용하여 모든 규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역량 구축에 대한 제안

3) 1차 평가 주기에 대한 예상치를 관리하고 실행을 안내할 수 있는 

로드맵 준비  

가) 1차 전체 통합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의 강도와 한계에 중점을 둠

나) 통합될 다른 정보보다 적은 양을 가진 정보에서 발생할 오류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조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함

다) 이러한 제안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워크숍 동안 관심을 표명한 

사용자의 초대와 함께 Regular Process하에 1차 평가에서 탐구할 이상적인

시나리오와 정책 대안을 제안함

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나리오 결과 및 정책 대안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곳에는 미리 

경고를 줄 수 있음

7. 자료 수집 및 관리

가. 기존의 해양 평가에 가치를 추가,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방법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 데이터(raw data)

로부터 모든 분석을 수행하지도 않음  

나. 여러 출처(국가 기관, 학술 단체 및 기타 조직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이 데이터가 기존의 평가에 사용된 방식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둠

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분석(다른 규모로 다른 평가 기관이 수행한 

또는 유사한 데이터와 분석)을 영역, 주제 또는 분야 간 활용할 수 

있는 용이성과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함

8. 저자 가이드라인

가. 대상

1) 전문가그룹(GoE)

2) 전문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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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평가자(Peer Reviewer)

나. 임무

1) 작업문서(Working Paper) 작성

2) 장별 초안 작성

3) 통합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4) 동료평가 및 회원국 검토 수행

5) 통합평가보고서 최종본 작성

다. GoE 임무

1) 각 장별 작성에 필요한 작업문서를 작성할 Drafting team 선별 및 

구성

2) 장별 초안 작성할 Drafting team 구성

3) 작업문서 초안과 장별 초안에 의견을 제시할 패널 선별 및 구성

4) 작업문서를 포함한, 각 장별 주요 멤버(Lead member)들에 의해 제

안한 보고서 구조 동의

5) 작업문서 초안 및 장별 간의 연계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장별 초안 

검토

6) 통합평가보고서 초안 내용 동의

7) 동료평가를 위한 준비

8) 동료평가 및 회원국 검토의견 반영하여 통합평가보고서 최종본 완성

라. 주요 멤버(Lead member) 임무

1) GoE의 멤버 중 한 명을 각 장의 주요 멤버로 지정, 다른 멤버들은 

공동 멤버로 지정 가능

2) GoE에게 장별 초안 작업문서 주제와 장 구조 제안

가) 주요멤버가 주요 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요 저자와 상의한 후에 GoE

승인을 받음

3) 각 장별 작업문서 및 초안을 지원해 줄 Drafting team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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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afting team이 작성한 모든 문서, 검토의견, 검토의견이 반영된 내

용 등에 대한 모든 유인물 검토

5) 동료평가 수행할 전문가 리스트 제공

6) 동료평가 의견 및 회원국 검토의견이 주의 깊게 고려되었는지,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7) RP 웹사이트 공공부분에 대해 다양한 단계의 업로드

마. 주요 초안저자 및 Drafting team 임무

1) 장별 구조 개발

2) Drafting team, 패널, 동료평가자 후보 파악

3) 작업문서 및 초안 준비, 수정 관련 작업에 대한 분배량 동의

4) 각 장과 관련된, 통합평가보고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존 평가

파악

5) 작업문서 및 장별 초안이 본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고 있는지, GoE

다른 결론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6) 한 명 이상의 GoE와 전문가풀이 각 작업문서 준비로 지정. 두 명이상이 

지정될 경우는 한 사람은 주요 멤버와 주요 초안저자와 필요시 연락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로 지정. 모든 지명은 Bureau 승인이 필요함

7) Drafting team의 구성원이 GoE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된 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석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할 수 있음

바. 검토 임무

1) 검토 패널이 지정된다면, 작업문서 초안과 장초안이 웹사이트에 올

려지기 전의 내용에 대한 검토 수행

2) Drafting team은 검토 패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문서에

표시함

3) 동료평가자들은 1차주기보고서 초안의 관련된 장을 검토. GoE는 회

원국과 동료평가자들의 의견에 대해 각각 대응할 문서를 준비하고,

회원국 검토에 대한 대응은 Bureau에 동료평가자들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은 1차주기 보고서 웹사이트에 올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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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egular Process 맥락

1) 기여자들은 AoA 리포트와 주요 초안저자, Drafting team 구성원, 검

토 패널 혹은 동료평가자들에 봉사할 수 있는 GoE에 의해 준비된 

다른 배경자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

2) RP 기존 평가 파악

가) AoA를 통해, GRAMED(Global and Regional Assessments of the Marine

Environment Database) 구축, 최근 평가자료가 있을 경우, GRAMED도 

따라서 업데이트 함

나) GRAMED에는 없지만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음. 기여자들이 GRAMED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평가자료 파악. 장 초안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지역적 

차원에서의 평가에도 적용

아. 정보(Information)

1) 1차주기 보고서의 모든 정보가 접근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임

2) 아직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기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가 접근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함. 이 부분은 제한

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함. 만약 가능하지 않을 경우 GoE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3) 사용된 모든 정보가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참조자료(Reference)가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함

자. 지역(World and Regions)

1) RP 보고서의 주요 청중은 국가적, 지역별, 전지구적 차원의 정책입

안자임

2) 작업문서 및 장 초안의 초점은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3) 목적은 2차적 추론의 지역별 평가가 아닌, 지역별 문제와 도전과제-

많은 혹은 대부분의 지역에 공통적이거나 몇 개 지역 혹은 단 하나의 

지역일지라도 특별히 중요한-를 맥락에 표현하는 것임

4) RP 보고서는 기존 지역별 및 초지역적 평가를 기준으로 준비함

5) 주요 초안저자가 자료를 종합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

고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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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평가는 많은 정보를 가진 지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계해

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적인 관점을 제시함

7) 작업문서는 전세계의 한 분야에 초점을 두거나 세계해양의 서로 다

른 모든 부분을 다룸. 작업문서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8) 장 초안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함. 작업문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 초안자들을 지원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9) 필요한 경우, 모든 지역을 토론하기보다는 가장 심각한 부분을 강조

해야 함

차. 위험(Risks)

1) RP의 목적은 다양한 압력과 생태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지구적으

로 초지역별로 통합하는 것임. 따라서 넓은 범위의 데이터 질과 양

이 수용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위험의 정량화와 의사소통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이 한가지만 있을 수 없음

카. 통합

1) 통합의 정의

가) 생태계 요소들간의 통합(Across ecosystem components and processes,

physics to fish assessment)

(1) 어떠한 구성요소나 과정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함 

(2) 많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동력의 변화가 되는 인간활동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생태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거의 고려

되지 못함

나) 누적 효과 평가(Across sectors,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1) 다수의 인간활동이 생태계 상태 및 추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2) 다수의 인간활동에 의해 영향 받는 하나의 생태계 특성 혹은 다수의 

생태계 특징에 초점을 줌

(3) 지표 기반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생태계 요소간 상호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다)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평가(Across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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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학적 자산의 상태 혹은 추이가 생태계로부터 유래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함

(2) 또한 다양한 사회 혹은 경제적 목적들의 추구가 주요한 생태계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함 

(3) 사회 경제적 이익의 시장 비시장 가치 뿐 아니라 생태계 재화와 서비

스의 정량화 활용을 증가시킴  

라) Regular Process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추구함

2) Regular Process 통합방식

가) 1차주기 보고서는 통합평가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것임

나) 통합은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다) 4부(식량확보 및 안전)는 사회, 경제적적 측면의 방대한 정보가 있는 관

계로 통합평가가 가능할 것임

라) 5부(기타 인간활동 및 해양환경 평가)와 6부(해양생물다양성)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함

3) 5부(기타 인간활동) 통합평가 전략

가) 취지

(1) 해양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해양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각 장에서 평가된 활동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선택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기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상태와 추이를 고려하는데는 미흡함

나) 인간활동의 유형 및 규모

(1) 활동 동력(Driver)의 본질과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임

(2) 규모는 활동의 물리적 크기와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다 면적, 영향

받는 해양환경 특성 및 유형,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킴

(3) 세부 주제에 따라 분리해서 기술함(예, 운송의 경우, inter-continental cargo

shipping, shorter-run cargo shipping, passenger cruising 등)

다) 인간활동의 사회경제적 측면

(1) 활동 결과의 본질, 규모, 추이, 경제적 이점 및 불이익, 사회경제적 결과 

등을 서술함

(2) 경제적 이익은 가능한 정량화 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규모가 제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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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인 추이를 해석할 때 필요한 지역별 비교 서술이 필요함

라) 인간활동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으로의 이동경로

(1)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압력과 그러한 압력에 의해 영향 받는 생태계 

요소를 기술함

(2) 지역에 따라 압력에 영향받는 생태계 요소가 달라질 수 있음

마) 주요 생태계 영향

(1) 다)에 의한 이동경로를 통한 주요한 생태계 영향의 규모 및 추이를 정

량화함

(2) 취약한 생태계 특성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의 규모와 생태계 특성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의 정도를 파악함

(3) 지역별 비교와 영향이 큰 지역을 파악함

(4) 관리 기준점이 설정된 곳이 있으면 기술함

바) 환경적, 사회경제적 추이 통합

(1) 환경적 영향의 추이가 병행된다면 그 규모를 기술하고 활동수준 및 사

회경제적 측면 추이를 기술함

(2) 활동과 환경적 추이간에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3) 필요한 경우 지역별 비교를 수행함

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1) 어떠한 요소(사회경제적, 환경적, 관리적 접근 등)가 위에서 기술된 환

경적, 사회적 추이와 연계성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지를 논의함

아) 능력배양 결함

(1) 회원국 관할권이내 지역에서 인간활동에 참여하는 역량을 평가함 

(2)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측면에서 육지와 바다와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규모와 이의 평가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 그리고 관련기관의 

효용성에 초점을 둠 

4) 6부(해양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평가)의 통합평가 전략

가) 취지

(1) 해양생물다양성 및 이의 평가에 대한 전반적 개관(6부A 34~36장)은 6부

B(37~42장)의 특정한 생태계, 종, 서식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대표적인 

관점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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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방식

(1)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함

타. 다양한 관점 수용

1)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저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함

2) 저자팀장은 다양한 과학적 관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주요 멤버들은 대안관점이 적절하게 다루어졌

다는 것을 확신해야 함

3)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차원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음

4) 각 위험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은 정책 입안자의 몫임

파. RP 자료 평가에 대한 윤리

1) 다른 이들이 출판한 작업에 대한 올바른 인용이 필요함

2) 인용된 작업의 결론을 정확하게 대표해야 함

3) 이해관계의 어떠한 갈등부분도 표현할 필요 있음

4) 평가보고서에 인용된 정보는 원본 자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함  

5) 자료의 종합은 원본 작업의 의미나 의도, 그리고 결론을 왜곡하지 

않아야 함

하. 글 스타일 및 양식

1) 정책입안자나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함

2) 기술적인 용어가 처음 등장할 시에는 반드시 설명을 포함함

3)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되어야 함

4) 워드 파일로 작성할 필요 있음

5) 참고문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주석보다는 본문에 간단히 소개 

하기로 함

6) Composite document, showing text, comments & responses는 RP

보고서 웹사이트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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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홈페이지 구축

가. 목적

1) 첫 번째 통합 정규과정(Regular Process)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지

원하기 위한 웹페이지 제작

나. 구성내용

1)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공공 인식 증진, 관련 문서 및 연

계 웹페이지와의 링크

2) RP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 수집 및 활용 

3)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의 생성을 통해 RP 보고서에서 다루는 다

양한 정보를 통합 및 설명

4) RP관련 데이터를 위한 목차관리 시스템의 확장 및 유지(기존 GRAME

데이터베이스 포함)

다. 배경

1) 편집 시스템을 포함한 웹 기반 툴(The web-based tools)은 보고서 

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복잡한 초안 작업 과정의 간략화가 필요함

라. 웹페이지 요구 사양

1) 첫 번째 통합보고서를 위한 편집 작업 관리는 웹 기반 문서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함(해당분야 관련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및 솔루션을 전

자 형식(온라인 버전)으로 제공하는 과학 출판미디어회사와 유사)

2) Editorial Manager 시스템(미국 Aries Systems사의 전자 투고 심사 

시스템) 사용 검토 중임 

가) 각 저자들이 논문을 투고하고 편집자에게 통보됨

나) 편집자들은 동료평가자(회원국, 전문가들)에게 기한 내 평가보고서 초안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하게 됨

다) 검토 이전 기한을 지난 경우 편집자 및 검토자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됨

라) 저자들은 수정된 보고서를 covering letter(첨부 편지)와 함께 편집자에게 

Track Changes(원고의 수정 과정 표시)를 사용하여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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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검토 사이클을 위해 검토자, 저자, 편집자의 의견들은 기록으로 보관

되어야 함

바) 모든 문서의 접근은 규제 되어야 함

* 저자들은 다른 저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문서에 접근할 수 없음

마.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1) GRAME 데이터베이스 권장

가) 향후 평가 및 관련 정보의 DB는 통합보고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함

* GRAMED : The Global and Regional Assessments of the Marine Environment

Database

2)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은 두 가지 주요 타입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함

가) 과학분야 전문 학술지, 문헌 정보, 논평, 뉴스 등 

나)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기반 데이터집합

바. 웹사이트 구조 

[그림 11] Regular Process 웹사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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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 접근가능 웹사이트(Public Website), 제한적 접근가능 웹사이트

(Restricted Website), 가상사무실(Virtual Office)로 구성됨

2) 일반인 접근가능 웹사이트(Public Website)

가) RP 신탁기금의 재정 분야 관련 섹션(신탁기금 공여 및 지출, 단 HTML

형식의 문서로만 제한)이 포함됨

나) 아웃라인을 다루는 승인 문서 관련 섹션, 모든 자료는 HTML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함

다) 정보 공개 가능 작업문서와 초안 챕터를 위한 섹션, 모든 자료는 HTML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3) 제한적 접근 가능 웹사이트(Restricted Website)

가) GoE, RP 사무국, 협력자, 정부 및 정부간 협의체, 비정부 협의체의 간사,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관련 자문기구 대상자로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함

나) 상호의견 교류 섹션(간사 및 RP 관련자, 전문가 그룹, RP 사무국의 질의

응답 섹션)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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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UN Regular Process 우리나라 대응현황  

제1절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현황

1. 2012년 전체작업반회의에서 주도적 참여

가. 일시/장소: 2012년 4월 23~27일 미국 뉴욕

나.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1) 방사능 오염 관련 논의 포함하는 것을 관철시킴

2) 남획(over-fishing)이라는 용어 사용 철회하도록 논의를 주도함

3)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평가 부분에서 우리측에 민감한 부분을 축소함

*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4. 2010년 전체작업반회의 결과 참조

2. 지역별 워크숍과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주도적 참여

가. 북서대서양, 발틱해, 지중해 및 흑해지역 워크숍(2012.6.17~29, 벨기에 

브뤼셀)에서 저자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함

*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5. 2012년 전문가그룹회의 결과 참조

나. 동아시아지역 워크숍(2012.9.17~19, 태국 방콕)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평가점수방법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룹별 토의에서 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6. 동아시아지역 워크숍 결과 참조

다. 전문가그룹회의에서 1차주기 보고서 6장.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안함  

*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7. 2012년 전문가그룹회의 결과 참조

3. 기여전문가 추천(2012.3, 2012.11)

가. 추천목적: 평가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할 전문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가보고서 내용에 직접 관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함

나. 2012년 3월, 11월 2차례에 걸쳐 기여전문가를 추천함

* 2012년 11월 현재 총 37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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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국문) 소속 기여분야

정경태
(Jung, Kyung Ta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물리
(Ocean physics)

오재룡
(Oh, Jae Ryoung)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오염
(Ocean Pollution)

김은찬
(Kim, Eun Chan)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오염

서경석
(Seo, Kyung Suk)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해양오염

최광식
(Choi, Kwang Sik)

제주대학교(Jeju University) 양식

심정희
(Shim, Jeong Hee)

국립수산과학원(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부영양화,

해양산성화

장창익
(Zhang, Chang Ik)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수산

조규태
(Jo, Qtae)

국립수산과학원(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양식

최중기
(Choi, Joong Ki)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해양생태계

조정희
(Cho, Jung Hee)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사회경제적분야

이원철
(Lee, Won Choel)

한양대학교(hanyang University) 생물다양성

김태윤
(Kim, Tae Yu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해양에너지 
환경평가, 부영양화

신승식
(Shin, Seung Sik)

전남대학교
(Chonnam University)

항만경제평가

강수경
(Kang, Su Kyung)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식량확보 및 안전

엄기혁
(Eom, Ki Hyuk)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해양환경영향평가

<표 7> 2012년 11월 현재 국내 기여전문가(총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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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국문) 소속 기여분야

이준수
(Lee, Joon Soo )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부영양화,

해양산성화

임월애
(Lim, Weol Ae)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해양생태계

최정화
(Choi, Jung Hwa)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상업어업

한인성
(Han, In Seong)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해수순환

이정현
(Lee, Jung Hyun)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유전자원활용

정창수
(Chung, Chang So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고체폐기물처리

조장천
(Cho, Jang Cheon)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유전자원활용

이상고
(Lee, Sang Go)

부경대학교(Pukyong National

University)
해양자원경제

조재윤
(Jo, Jae Yoon)

부경대학교(Pukyong National

University)
양식

부성민 
(Boo, Sung Min)

충남대학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해양자원활용

유신재
(Yoo, Sin Ja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생태계-검토자

남종오
(Nam, Jong Oh)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양식-검토자

남정호 
(Nam, Jung H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환경평가총괄

장원근
(Chang, Won Keun)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육지기원오염

신철오
(Shin, Chul Oh)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생태계

최지연
(Choi, Ji Yeon)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안관리

육근형
(Yook, Keun Hyu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지/해양 물리적 

상호작용

정명생
(Joung, Myung Sae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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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국문) 소속 기여분야

황진회
(Hwang, Jin Ho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운경제

전형모
(Jeon, Hyong M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경제

김영남
(Kim, Young Nam)

해양환경관리공단
(Korea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해양생태계

박중기
(Park, Joong Ki)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해양생태계

4. Bureau 회의에 주도적 참여

가. 총 3회 Bureau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입장을 관철시킴

1)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저자 가이드라인’에서 회원국과 동료평가자들

이 제시한 검토의견이 반영된 수정본을 회원국이 검토하는 과정이 

없음을 지적하여 Bureau와 전체작업반회의에서 수정된 최종본을 승

인한 후 발간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6. Bureau 회의 결과 참조

5. 자발적 신탁기금 공여

가. 공여 목적: Regular Process로의 기여 및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

나. 공여액: 2천만원(2012.11)

다. 성과

1) 우리나라 신탁기금 공여로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가능

2) Bureau, DOALOS, 전문가그룹 등에서 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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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리나라 신탁기금 공여 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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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리나라 신탁기금 공여 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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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 신탁기금 공여에 대한 감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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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적 차원에서의 대응현황

1. 관계기간 대책회의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1) 2012년 8월 31일(금) 14:00 ~ 17:10, 교육문화회관 대금홀(3층)

나. 참석자(26명)

1) 엄기두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9명(국토해양부), 심천수 사무관(국방부),

서밀가 주무관(농림수산식품부), 신영수 사무관(환경부), 이호정 사무관

(국립해양조사원), 장도수 국제협력본부장 등 8명(한국해양과기원),

조규태 박사 등 2명(국립수산과학원), 박철 교수(충남대), 이원철 교수

(한양대), 최중기 교수(인하대), 최지연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회의 목적

1) UN RP 추진경과 및 대응의 필요성 공유

2) UN RP 국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3) 동남아지역 RP 워크숍 대응방안 논의

4) 향후 후속 조치 논의

[그림 15] Regular Process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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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내용

1) UN RP 대응의 필요성 공유

가) UN RP 추진 배경 및 목적, 특징 및 범위, 대응의 필요성, RP 추진체계 

및 작업방식, 추진 경과, 1차주기 보고서 추진 일정, 우리나라 대응 현황 

과 향후 대응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함

나) 1차주기 통합보고서 주요내용 및 의미, 기여전문가 참여 필요성 및 참여

방법, 범부처별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함

다) 보고서 구성방식 및 작성방법 등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음. 해역 

구분, 지역 명칭, EEZ내 및 공해상의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역설함

라) 우리 영역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평가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

국의 해양환경 분야의 정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마)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과 무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문가가 

최소 4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현재 10명)

2) RP 국가대응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논의

가) RP 국가대응협의체는 RP 국가협의회, 자문단,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RP

국가대응협의회는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

부부처 및 전문가 약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임 

나) 주요 역할로는 RP 관련 현안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 RP 관련 회의 안

건 검토 및 국가 대응사항 결정 등임. 특히, 제출할 자료의 제공 범위를 

사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다) RP 현안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며, RP 수

행 지원 총괄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담당하기로 함

라) 해당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가대응협의회에 참여할 담당자를 추천

해 주기 바람

3) 동남아시아지역 RP 워크숍 대응방안 논의

가) 본 워크숍 목적은 각 해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마

련된 능력배양 워크숍이며, 호주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decision

matrices를 검토해보고 보고서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함

나) 본 워크숍에서는 남중국해와 태국 걸프만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도 

및 외적압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 보는데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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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된 참가자들로부터 평가 matrices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

음. 해역범위, 대상 해역 선정과 명칭에 관련한 토의와 seamount 및 

offshore shoals 관련 논의에 주목할 필요 있음

라) 조만간 우리나라 대표단들과의 워크숍 사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임

4) 대응책 및 향후계획 논의

가) 기여 전문가 추가 추천을 위해, 각 부처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기 바람(국토해양부). 특히, 사회경제적 분야가 중요함에 따라 국토해

양부는 KMI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임

나) 기여 전문가 지원범위는 국토해양부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다) 각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서는 조만간 국가대응협의체 구성을 위해 

해당 명단을 송부해 주기 바람

라) 향후 기여전문가간의 회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의 구체적 행동범위

를 논의할 예정임

마) 정부차원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를 고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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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대응협의체 구성(2012.10)

[그림 16] Regular Process 국가대응협의체

가. 구성 및 역할

1) 국가대응협의회, 사무국, 자문단으로 구성

가) 국가대응협의회

(1) 역할

(가) UN RP에 제출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함

(나) RP 관련 현안사안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함

(2) 구성원: 총 14명(당연직 12명, 위촉직 2명)으로 구성함

(가) 위원장: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나) 구성원 명단(2012.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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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당 

연

직

위원장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

책관
맹성규

정부(6)

외교통상부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기후변화팀

팀장 이재웅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과장 김정철

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과장 오승철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과장 윤분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이영기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엄기두

민간 

전문가(7)

*공공기관

전문가 그룹 충남대 교수 박  철

KOEM 본부장 김현종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소 장 권문상

KIOST 국제협력실
선임

기술원
김경진

KMI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 장 남정호

위

촉

직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 수 장창익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교 수 이동섭

<표 8> UN Regular Process 국가대응협의회 명단(2012.12 현재)

* 간사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국제업무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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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국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2) RP 수행 지원을 총괄함

다) 자문단

(1) 해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됨

(2) 국가대응협의회의 개최 이전 RP 의제 검토 및 제안 문건을 사안에 따

라 자문함

2. 국가보고서 사전 작업

가. 제 1차 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워크숍 개최

1) 일 시: 2012. 11. 14(수) 14:00 ~ 17:30

2) 장 소: 대전역 회의실 창의실(1층)

3) 주 최: 국토해양부 

4) 주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주요 참석인사: 국토해양부 및 해양 관련 전문가 총 18명

6) 주요 논의내용

가) UN RP 추진 경과 공유

(1) UN RP 개요 및 대응의 중요성, 추진 경과, 우리나라 대응 현황 및 향

후 대응방안을 설명함

(2) UN RP 1차주기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작업방법에 대해 설명함

(가) 국내 전문가들의 더 많은 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3) 동남아지역 워크숍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함

나) UN RP 기여 전문가 추가 추천 요청

(1) 기여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추천 받아 UN에 제출할 예정임

※ 2012. 11. 14 현재 12명의 기여전문가가 추가 추천되었으나, 더 추천

될 예정임(약 20여명으로 예상됨)

(2) 기여전문가를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식으로 임명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임 

다) UN RP 대응 국가보고서 작성 사전 작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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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주기 보고서 관련 분야 작성을 요청함

(가) 1차주기 보고서 목차와 가장 근접한 분야를 명시하기로 함 

(나) 본 워크숍에 참석치 못한 전문가들은 이메일로 제출하기로 함

(2) UN RP 보고서와 국가보고서와의 연계

(가) UN RP 보고서 목차를 반영하여 국가보고서 목차를 구성하기로 함

(나) UN RP 보고서 목차에 따른 분야별 코디네이터를 결정함

- 1,2,3부(서론으로 통합 예정): 정경태, 김경진

- 4부: 조규태, 강수경, 조정희

- 5부: 김은찬, 정창수, 김태윤

- 6부: 박중기, 이원철외 1명(Section B에 대한 전문가 추가 필요)

※ 모든 분야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KMI의 지원이 있을 예정

(3) 각 코디네이터 역할

(가) 분야별 보고서 작성 총책임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하고 국가보고서 사전 작업을 조정함 

(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간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보고서 목차를 합의함

라) 후속 조치

(1) 2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가) 2012. 12. 12 14:00 - 대전역사에서 개최될 예정임

※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나) 1차 워크숍 후속조치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2) UN RP 보고서 목차 관련 분야 작성 요청

(가) 이메일로 답변을 요청할 예정임 

(3) 국가보고서 목차 합의

(가) 전문가들간의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코디네이터가 세부 목차를 결

정함

※ 추가 추천된 전문가들과의 회의 포함

(4) 국가보고서 목차 관련 분야에 대한 기존 자료 목록을 정리함

(가) 결정된 목차에 따라 기존 자료 목록 정리 작업을 추진 예정임 

나. 제 2차 전문가 워크숍

1) 일 시: 2012. 12. 12(수) 14: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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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부산역 회의실 104호

3) 주 최: 국토해양부 

4) 주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주요 참석인사: 해양 관련 전문가 총 19명

6) 주요 논의내용

가) UN RP 추진 경과 공유

(1) UN RP 개요 및 대응의 중요성, 추진경과, 우리나라 대응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함

(2) Regular Process 1차주기 보고서에 사용될 GRAME 자료에 우리나라 

자료가 거의 없음에 따라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을 공유함

(3) 기여전문가 추가 추천 필요성을 공유함

나) 2012년 11월 전문가그룹회의 결과 보고 및 전문가 역할 설명

(1) Guidance for Contributor 문서 내용에 대해 설명함

(2) UN Regular Process 1차주기 보고서 추진 과정을 설명함

(3) Working paper와 평가보고서와의 차이점을 설명함

다) 2013년 작성할 국가보고서 목차 초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1) 분야별 Cooridinator가 작성한 목차 초안 검토 

(가) 1,2부: 정경태, 김경진이 제안한 원안대로 목차 결정

(나) 3부는 박종규, 심정희, 한인성 박사가 목차를 조율하기로 함

(다) 4부는 12장. 양식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양식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1차주기 보고서 목차는 이미 유엔결의문을 통해 확정된 것이므로, 목

차를 수정하기보다는 추가로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

체적인 내용은 작성 관계자들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라) 5부는 목차 대비 세부내용, 담당 전문가까지 제안한 상태이나 기여전

문가 추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함

(마) 6부는 전문가그룹 내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목차가 12월 말 혹은 

내년 초까지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목차도 추가적인 조율

이 필요한 상태임. 특히 생물다양성 부분은 나고야협약에 따라 중요

한 이슈가 될 것임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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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요약

 1장. 국내 해양환경 현황 및 전망 요약

  1) 국내 해양환경 현황의 전반적인 평가

  2) 국내 해양환경의 주요 위협요소 및 전망

 2장. 국내 해양환경 평가관련 현황 및 능력배양 방안

  1) 국내 해양환경 현황 평가와 관련한 지식 결여분야 

  2) 지식 결여 분야를 메우기 위한 전략 및 수단 

2 부. 국내 해양환경 평가보고서 작성 배경 및 진행과정

 3장. UN RP의 배경 및 진행과정

  1) UN RP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라) 국가보고서 추진 전략 및 일정 논의

(1) 국가보고서는 국문, 영문으로 발간되어야 함

(2) 1차주기 보고서 발간 시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할 필

요 있음

(3) 작성되는 내용에 확실한 Reference 명시가 필요함

(4) 5부. ‘인간활동의 영향’에 대해서 공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사회과학자들

의 관점 차이가 존재함.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견차가 있을 경우 같이 기술하기로 되어 있음. 국가보고서도 

같은 방식을 따르기로 함 

* 보고서 작성 과정은 Open-ended process로 진행됨으로 전문가가 추가

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

마) 후속조치

(1) 3차 전문가워크숍은 2013년 2월에 개최될 예정임

(2) DPSIR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자료를 각 참여자들에게 내용 작성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도록 함

(3) 2013년도 국가보고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전체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4) 3차 워크숍 전까지 검토된 국가보고서 목차에 대한 정교화 작업과 각 

전문가들의 내용에 대한 역할을 확정하기로 함  

다. 국가보고서 목차 및 관여 전문가

1) 국가보고서 목차(2012.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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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 RP의 추진 체계 및 경과

  3) UN RP의 통합평가 수행과정

 

4장. 국내 해양환경 평가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진행과정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추진 체계 및 경과

  3) 평가 수행과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3 부. 국내 해양환경 주요 생태계 서비스(프로세스 및 기능) 평가

5장. 국내 주요 해양 생태계 서비스 현황

  1)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구분

  2) 국내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특성 및 현황

6장. 온난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서비스 변화 및 경제 사회적 시사점 

  1) 해양환경 요소(해수면, 수온, 염분, 영양염 등) 변화 및 경제 사회적 시사점

  2) 해양기상 변화 및 경제 사회적 시사점

  3) 해양산성화 현황 및 경제 사회적 시사점  .

  4) 국내 주요생산물 분포 변화 및 경제 사회적 시사점

4부. 식량확보 및 안전

7장. 식량자원으로서 해양과 바다

  1)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해양의 역할

  2)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3) 수산물 수급현황

8장. 잡는 어업

  1) 근해어업

   가) 시대별 어획량 변동

   나) 우점종 변동

   다) 몇몇 TAC 대상어종의 자원량

  2) 연안어업

   가) 연안어업 어획량 변동

   나) 연안어업 생태계기반 자원평가

   다) 잠재생산력 추정 방법론

  3) 어류 포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부수어획-고래류

   나) IFRAME(생태계기반자원평가기법)

  4) 방사능 오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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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본 원전사고 후 대처상황

  5) 불법어업

   가)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 현황

  6) 상업적 어업 관련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가) 어획량, 어획금액, 어선척수, 어업인구, 불법어업, 부수어획

  7) 10년 후 자원량 전망

   가) 난류성, 한류성 어종의 변동 경향

  8) 종합

   가) 요약 및 결함 메우기 위한 방법 제시

9장. 어류증식

  1) 바다목장 및 방류를 통한 자원회복

   가) 바다목장

   나) 자원회복 사업

   다) 연어방류

  2) 이식

  3) 인공증식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통영바다목장 자원증대 사례

   나) 인공어초

  4) 증식 관련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가) 바다목장

   나) 종묘방류

   다) 인공어초

   라) 바다숲

  5) 종합

10장. 해양기반 식량 및 어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

11장. 식량확보 결론

  1) 수산업변동

  2) 기후변화

5부. 인간활동과 해양환경평가

14장. 해상운송

  1) 선박기인(정상운항 및 해난사고 포함)환경영향 요인

  2) 국제적 선박기인 환경영향 요인의 변동 및 국내 보유 자료 현황

  3) IM/MEPC의 국제협약 등 규제현황과 국내 법제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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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종 협약 및 규제에 의한 환경개선 가능성 타진 및 문제점 도출

  5) 조선/선박운항(해운 및 용선 포함) - 해난사고-폐선의 전체 산업 사이클에 

대한 연계

15장. 항구 활동의 규모 및 중요성

  1) 항구 활동의 규모 및 중요성

  2) 항구 생성 및 유지 관리의 영향

  3) 항구 생성 및 유지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4) 항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평가 능력 결함 파악

16장.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

  1) 케이블 및 케이블 부설의 규모 및 중요성

  2) 케이블로 인한 잠재적 오염 및 물리적 손해 

  3)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과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4)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 종사 및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17장. 육상기원의 연안/강/대기입력

  1) 도시폐수(주요 도시 및 항구의 크루즈선의 영향 포함)

  2) 산업폐수(점오염원 포함)

  3) 농업으로 인한 유출물 및 배출물

  4) 부영양화

  5) 방사성물질 입력

  6) 육지기반 입력물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수단의 주요한 환경․경제․사회

적 영향

  7) 평가 능력 공백 확인

  8) 담수화 규모 및 환경적 영향. 담수화 종사 및 이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 능력 결함 파악

18장. 해양 탄화수소 산업

  1) 해양 탄화수소 산업의 규모 및 중요성

  2) 지진탐사를 포함한 폭발, 개발, 시설 해체로 인한 영향

  3) 해양 시설 설치 시 재난 사고 및 영향

  4) 해양 탄화수소 시설 설치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5) 해양 탄화수소 산업 종사 능력 및 해양 탄화수소 산업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

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19장. 해양기반 에너지 산업



－ 104－

  1)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2)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의 환경적 이점 및 영향

  3)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의 경제적 성과 예측

  4)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설치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5)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조력발전 종사 및 해상 풍력, 파력, 열 및 파력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0장. 근해 광업산업

  1) 모래 및 자갈 추출의 규모 및 중요성

  2) 모래 및 자갈 추출의 경제적 이점 및 사회적 영향 

  3) 기타 해저 채광 산업의 발전: 현 상태 및 잠재적 규모

  4) 해양 채광 산업 관련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5) 해양 채광 종사 및 해양 채광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1장. 고상폐기물 처분

  1) 해양투기 폐기물 형태, 양 및 해양환경 잠재 영향 

   가) 해양투기 폐기물 형태

   나) 해양투기 폐기물 양

   다)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환경 잠재 영향

  2) 해양투기 고상폐기물의 주요 환경/경제/사회적 측면

   가) 고상폐기물 해양투기 환경/사회적 측면(해양투기 제도, 환경/사회적 손실 저감을 

위한 현재의 추진 정책 소개)

   나) 고상폐기물 해양투기 경제적 측면(소요비용)

  3) 고상폐기물 처분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2장. 해양쓰레기

  1) 해양쓰레기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문제 규모 및 분포

  2) 해양쓰레기 근절을 위한 접근

  3) 해양쓰레기 처리 능력 및 해양쓰레기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3장.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1)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위치 및 규모(크루즈선 포함)

  2) 스포츠 낚시 및 해양 야생물에 대한 영향

  3) 민감한 해양 지역에서 오락 및 관광 선박의 영향

  4) 하수 및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관광



－ 105－

  5) 서식지 교란 및 파괴를 포함한 다른 환경적 영향

  6) 해양종 및 서식지 보존과 관광과의 관계

  7) 관광의 환경적 영향 관리와 관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8) 관광 및 해양환경의 접점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4장. 해양 유전자자원 이용

  1) 유전자원 활용 포함 연구 및 탐사의 현 규모

  2) 유전자원 활용 및 개발 관련 연구의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3) 해양 유전자원 현황 및 추세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5장. 해양과학연구

  1) 해양과학연구의 주제, 규모 및 위치

  2) 해양과학연구 관련하여 취해진 수단의 주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3) 해양과학연구 종사 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해양과학연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26장. 결론

27장. 인간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평가 능력 결함 파악

6부. 해양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28장. 서론

29장. 해양생물다양성 규모

  1) 해양생물 종 다양성의 규모와 범위

  2) 유전자 다양성의 규모와 범위

  3) 서식처 다양성의 규모와 범위

30장. 해양생물다양성 평가 방법

31장. 주요 종 및 서식지 대략적인 현황

  1) 연안(조간대 및 천해 서식 암석, 생물유전의 서식지: 예, 다시마숲, 천해, 열

대 산호초)

  2) 연안 퇴적 서식지(예, 맹그로브, 해수 소택지, 다른 거대 초목, 해초 및 일그

래스 베드)  

  3) 대륙 암석 및 생물 발생 산호초 서식지

  4) 대륙붕 퇴적 서식지(예, 해산, 심해 제방 및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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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해(예, 해상, 해저사면, 해저 고원, 열수 분출물, 냉수 산호초)

  6) 물기둥 서식지

32장. 생과학적으로 위협받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해양생태계, 종, 서식지

  1) 연안 암석 및 생유전적 서식지 및 관련 종

  2) 연안 퇴적 서식지 

  3) 연안암석 및 생유전적 산호서식지 및 관련 종

  4) 대륙붕 퇴적 서식지

  5) 심해 서식지 및 관련종

  6) 물기둥 서식지 및 관련종

번호 이름 소속 분야

1 정경태 KIOST 해양물리

2 오재룡 KIOST 해양환경

3 김은찬 KIOST 선박평형수

4 최지연 KMI 연안관리

5 최광식 제주대 해양생태

6 장창익 부경대 수산자원생태학

7 최중기 인하대 해양생태

8 조규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양식

9 심정희 국립수산과학원 물질순환

10 서경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과학연구　

11 이원철 한양대 생물다양성

12 이윤호 KIOST 생물다양성

13 정창수 KIOST 폐기물

14 장도수 KIOST 해양정책

15 김경진 KIOST UN RP 총괄

16 남정호 KMI 연안관리

17 박철 충남대학교 전문가그룹

18 조정희 KMI 수산

19 김성수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기준

20 이은일 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

21 이상욱 한양대학교 생물다양성

22 신숙 삼육대학교 대형저서동물

23 유재원 한국연안생태연구소 대형저서동물

<표 9>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가명단

2) 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가(2012.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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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소속 분야

24 조장천 인하대학교 미생물 다양성

25 김진구 부경대학교 어류 다양성

26 박종규 군산대학교 식물플랑크톤

27 채진호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소장 동물플랑크톤

28 서호영 전남대학교 동물플랑크톤

29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 수산

30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영향평가

31 이준수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자료 및 예측

32 임월애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및 독성 플랑크톤

33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근해어업자원조사

34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 해황변동

35 이정현 KIOST 미생물

36 박중기 충북대학교 해양생물다양성

37 신승식 전남대학교 해운 경제적 영향

38 남종오 KMI 수산자원경제

39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력, 해상풍력 환경평가

40 이동섭 부산대학교 해양화학　

41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

42 김태균 한국해양대 생물다양성

43 박진순 KIOST 조력, 파력발전

44 이상고 부경대학교 수산경제학

45 부성민 충남대학교 해양자원활용

46 조재윤 부경대학교 수산증식

47 유신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생태계

48 장원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49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생태계

5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51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

52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경제

53 전형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경제

54 김영남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태계

55 유정화 유정화해양연구소 어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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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obal Partnership for Ocean 참여

가. 추진배경

1) Rio+20를 계기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인류에게 있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논의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Ocean, GPO)가 출범됨 

2) 세계은행 측에서 GPO행사에 우리나라 대표단 참석 및 GPO 해양헌

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음(2012.5.22)

나. GPO 개요

1) 목적

가)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프로그램

2) 2020년까지 목표

가) 잡는 어업 및 양식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및 생계수단

(1) 모범사례 채택과 환경적 질병의 위험 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 및 

수산 활동으로 전지구적 수산생산량을 증가시킴 

(2) 수산의 건강성에 책임 있는 어부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수산에 대한 접

근권의 확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소유권 조정을 통해 무제한 접근을 감

축시킴

(3) 남획을 촉진시키는 보조금 감축을 포함한 전세계 남획된 자원량을 개

조하여 매년 수산업 이익을 적어도 20억불이상 얻을 수 있도록 함

나) 위태로운 연안 해양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1) 생태계기반 관리 접근 적용으로 현재의 자연서식지 손실 비율 및 서식

지 악화 비율을 50%로 감축함

(2) 해양 관리 보존지역 및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존 수단 증가를 통해 연

안 및 해양지역의 10% 포함하도록 함

(3) 연안서식지 보존 및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저항성 증가 

및 취약성을 감소시킴

다) 오염 감축

(1)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오염을 감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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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A 실행을 지원하여 특히, 해양쓰레기, 생활폐기물, 부영양으로부터 

생긴 오염물을 감축하고 감축 가능한 목표를 개발함

3) GPO 파트너

가) 재정파트너(Finance Partners): GPO fund에 재정으로 기여하거나 공동으

로 기부함

나) 운영파트너(Operational partners): GPO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GPO 활

동 운영을 지원함 

다) 지식파트너(Knowledge Partners): 연구 및 정보에 기여함

라) GPO고객파트너(GPO Client Partners): GPO에 의해 지원받는 개혁 실행

에 책임이 있는 정부 및 민간영역기관임

4) GPO 조직

가) GPO 의회: GPO 모든 파트너를 포함함. GPO 실행 관견 모든 진행상황

을 점검하고 우선순위 해양지역에 대한 GPO 투자 및 활동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나) GPO 재정운영위원회: 세계은행에 의해 실행될 GPO 다자간 신탁기금의  

전반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Multi-Donor Trust Fund, MDTF),

GPO 프로그램 승인 및 활동재정보고서를 검토함 

(1) 구성: MDTF 기부자, 고객국가,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기타 주요이해

당사자들의 대표, 세계은행으로 구성됨

(2) 의장: 세계은행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부총장이 맡기로 함 

다) GPO 사무국

(1) GPO 행정지원과 모든 파트너 및 기능을 지원함

(2) 세계은행이 주관하며 핵심행정팀으로 구성함

5) 재원 조달

가) 세계은행 공동재원(World Bank Co-Finance): IDA/IBRD, GEF

나) GPO 펀드: GPO 참여국가에서 제공하는 펀드

다) GPO 민간투자 펀드: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펀드

6) GPO 참여기관

가) 정부, 시민사회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UN 관계기관, 다차원 은행 및 

재단 등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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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nd Government Agencies 10

Australia Palau

Fiji Samoa

Monaco Seychelles

New Zealand South Korea

Norway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Private Sector 14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MEDIAmobz

COSTCO Oceanis Partners

Darden Restaurants Paine & Partners

Global Aquaculture Alliance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Gorton's Inc. Sanford Ltd.

High Liner Foods Inc Seafood Experience Australia

Icelandic Group The GPC Group

Civil Society Organizations 25

Blue Ventures Ocean Recovery Alliance

Center for Development and Sustainable

Fisheries
Oceana

Conservation International Plant a Fish

Ecostrust RARE Conservation

Environmental Defense Fund Sailors for the Sea

Global Ocean Forum Stakeholder Forum

Global Oceans 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International Sustainable Seafood Foundation Sylvia Earle Alliance /Mission Blu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Nature Conservancy

Marine Stewardship Council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Marine Watch International World Ocean Council

National Geographic Society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표 10> GPO 참여기관(2012.6.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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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5

Clinton Climate Initiative The Ocean Foundation

GRID - Arendal Walton Family Foundation

Taras Oceanographic Foundation

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7

Forum Fisheries Agency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

Global Environment Facility Western Indian Ocean Coastal Challenge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World Bank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Research 7

Global Change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Institute for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Maine Center for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Wise Laboratory of Environmental

and Genetic Toxicology

New England Aquarium

UN and Conventions 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UNESCO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Ramsar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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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PO 출범식 참여 결과

1) 일시 및 장소: 2012.6.21 17:00 - 18:30 Rio Centro, Room T-6

2) 주관기관

가) 세계은행(World Bank), 키리바시, 모나코 

3) 참석자

가) 반기문 UN 사무총장, Kyte World Bank 지속가능발전 부총재, Albert

Ⅱ 모나코국왕, Anote Tong 키리바시 대통령 등 70여명 

* 우리나라: 박광렬 해양환경정책관, 박문기 사무관, 홍경래 과장, 정순요

사무관(국토해양부), 김경진 박사(KIOST)

4) 주요내용 

반기문 UN 사무총장 축사 박광열해양환경정책관 발표

[그림 17] GPO 발족식 참석 주요 인사

가) World Bank 주최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나코, 키리바시, 노르웨이, 벨리즈, 뉴질랜드, 라이베리아, 노르웨이 고

위급이 참석하여 GPO 설립을 축하하고 이를 지지하였음

나) 모든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GPO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감을 표시함

다) 우리나라는 패널로 참석하여 GPO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한국 해양정

책 현황을 발표함

(1) 한국 경제발전에서의 해양의 중요성 및 빠른 경제개발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들, 여러 가지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정책 

활동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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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

책을 배우기 위해 GPO 설립을 지지함

라) GPO는 국가, 시민기구, 민간기업, 연구기관, UN 관련 기구, 다자간 은

행 및 재단이 포함되며, 현재 160개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마) 본 회의 결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위한 선언문(Declaration for Healthy, Productive Oceans to Help Reduce

Poverty)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까지 1) 수산업 및 양식으로부터 지속가

능한 해산물 및 생계수단 확보, 2) 연안 및 해양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3) 오염물 감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수행이 핵심 요지임

바) GPO 신탁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내에 GPO 활동조직 

및 거버넌스를 확정할 예정임

사) 2012년 8월말에 GPO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GPO의 파트너로서 향

후 지원범위와 예산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함

5) 관찰 및 평가

가) World Bank에서 해양의 지속가능개발이란 슬로건 하에 2010년부터 

GPO를 추진해 왔으며 금번 Rio+20에서 GP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됨

나) 그동안 해양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World Bank가 

GPO 설립을 계기로 개도국에서의 해양 관련 협력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히, 본 회의에서 반기문 UN 총장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GPO수

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라) 우리나라가 해양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우리나라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GPO활동을 계기로 

World Bank, UN,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마) 8월말 GPO 담당자가 방문하여 GPO의 파트너로서 향후 지원 범위와 예산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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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조치

1) 세계은행 담당자와 면담

가) 일시 및 장소: 2012. 8.7 10:00 - 12:30 서울역 회의실

나) 참석자: 박문기 사무관, 조경주 주무관(국토해양부), 김경진 박사, 명정구 

박사, 정경태 박사, 윤서나 연구원(KIOST), 이나무 과장(KOEM), 최지연 

박사(KMI)

다) 회의 주요 결과

(1) (World Bank) 우리나라의 정부 및 NGO(연구기관 등) 참여 협조를 부

탁함

(가) GPO의 구체적 이행체계는 워킹그룹 회의, 국제워크숍 등에서 1년간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

* 이행체계가 수립된 이후 약 9년 동안 GPO 프로그램이 수행될 예정임

(나) 한국 정부의 기술 및 재정지원도 협조를 부탁함 

* GPO 워킹그룹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함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참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임

(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정부 및 연구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나) 재정지원은 예산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 

2) GPO interim working group 회의

가) 일시 및 장소: 2012.12.18 Virtual meeting

나) 참석자: UNDP, FAO, 미국, 한국, 시실레, 호주 대표 등 총 18명

* 한국: 김경진 박사(KIOST)

다) 회의결과 주요 내용

(1) 워킹그룹 작업방식 논의

(가) 3주에 한번씩 회의하기로 협의함

(나) 2013년도 3월경 면대면 회의를 갖기고 합의함

(다) 회의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검토 후 GPO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함

(2) GPO 로드맵 초안 검토

(가) GPO action plan과 기대 성과와의 명확한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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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함

(다) 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라) 초기 GPO action plan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1개의 시범적 액션에 집중해야 함

(마) GPO가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다루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3) GPO Framework 초안 검토 

(가) 전체적인 초안은 괜찮음

(나) 빈곤감축은 GPO의 본질이 되어야 함

(다) 수산양식, 서식지 및 오염감축, 이 세가지 목표의 통합적인 실행이 

중요함

(라) GPO는 기존 프로세스 및 기관과의 명확한 연계를 통해 중복이 아닌 

부가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함

(마) 개도국측면에서는 해양활용을 위한 정책 및 법적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민간영역과의 연계가 필

수적인 이유임

(4) 후속 미팅 

(가) 다음 회의부터는 세부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임

(나) 수정된 로드맵과 1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회의 전에 제시할 예정임

(다) 다음회의는 1월 15일 같은 시간대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됨





－ 117－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55555555555555555555555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제5장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UN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Regular 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ProcessUN Regular Process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대응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대응 방안





－ 119－

제5장  UN Regular Process 대응 방안

제1절  2013년도 대응방안

1. 2013년도 Regular Process 주요 추진 내용(추정)

가. 1차주기 보고서 주요 추진 내용

1) 작업문서를 작성할 리드멤버 및 저자 선별

2) 작업문서 작성

3) 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 선별

4) 보고서 작성 시작

나. 전체작업반회의 주요 의제(추정)

1) Regular Process 1차주기 진행 현황 보고

가) 지역별 워크숍 결과 보고

나) 전문가풀 현황 보고

다) Bureau 회의 결과 보고

라) 전문가그룹 활동 결과 보고

마) 보고서 작성 관련 진행상황 보고

2) Regular Process 웹사이트 오픈 관련 논의

가) 웹사이트 오픈 진행상황 보고

* 2012. 11. 현재 DOALOS와 Regular Process 웹사이트가 위치한 노르웨이

와 협약 진행 중

나)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

3)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수행 방법 논의

가) 완성된 능력배양 목록 제시

나) 각 목록에 해당하는 능력배양 활동 구현 방법에 대한 논의

다) 목록에 존재하지 않은 능력배양 실행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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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그룹회의 주요 내용

1) 보고서 장별 구조 작성 및 검토

2) 전체작업반회의 의제 지원 

3) 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 선별

4) 작업문서 초안 최종 검토

라. Bureau 회의 주요 내용

1) 작업문서 작성할 전문가 명단 승인

2) 작업문서 승인

3) 보고서 초안 작성할 전문가 명단 승인

4) 기타 전체작업반회의 이외의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

2. 2013년도 우리나라 대응 주요 내용

가. 국가대응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항 대응

1) 2013년 전체작업반회의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안 의결

2) 국가보고서 작성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후속조치 의결

3) 국가보고서 국문본 승인

4) 국가보고서 중 UN에 제출할 자료 선별 

5) 국가보고서 영문본 승인

나.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국가보고서 목차 확정

2) 각 장별 저자 업무 분담 확정

3)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한 자료 평가 방침 확정

4) 장별 초안 작성

5) 장별 초안 검토 및 수정

6) 국가보고서 국문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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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보고서 영문본 완성 및 제출

다. UN Regular Process 관련 회의 대응

1) 전체작업반회의 대응

2) Bureau 회의 의제 대응 및 지원

3) 전문가그룹회의 대응 및 지원

4) 지역별 워크숍 및 관련 회의를 통한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

[그림 18] 2013년도 UN Regular Process 추진 일정 및 우리나라 대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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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기 대응전략

1. 국가보고서 주기적 발간

가. 목적

1) UN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함

2) 우리나라 통합평가지표 개발 및 정교화를 통한 우리나라 해양환경상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3) 우리나라 해양환경상태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전반적 해양환경상태 

추이를 파악함

4) 해양환경정책 의사 결정 지원 위한 최상의 과학적 자료를 제공함

4) 기존 해양환경평가 지식 결함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5)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Regular Process 보고서 

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나. 발간 주기

1) 4년

* 제 2차 Regular Process 주기 1년 전에 발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예정임

다. 보고서 작성 기본 원리

1) 수요에 따른 해양과 바다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인 

관점이나 주제별, 분야별, 범분야별 관점에 초점을 둠

2) 통합 생태계 평가에 중점을 둠 

4) 특별한 주제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행해진 평가를 활용함

5) 능력배양, 지식적 근거 강화, 해양환경 평가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지역적․초지역적․국가적 평가과정을 

향상시킴

6)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핵심 발간문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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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라. 보고서 작성 기본 원칙

1) 관련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 사항

가) 지구 시스템의 부분으로서 반도 국가의 한계를 뛰어 넘는 글로벌 해양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양을 검토해야 함

나) 응용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결과들과 과정 자체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야 함

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학 활동 결과를 활용해야 함 

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출연하는 이슈들, 지식에서의 중대한 변화와 결함 등이

초기에 발견되도록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분석을 실시함

마) 평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바) 정책결정자들과 다른 이용자들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고려함

사)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함 

아) 평가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함

자) 우리나라 해양환경평가와 지역적 평가 상호간 및 다른 환경 관련 평가 

국가보고서의 활용 및 연계성을 고려함

2) 평가 범위

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평가 혹은 지역해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

하는 평가를 대상으로 함 

나) 평가는 1차주기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따라 수산․양식, 사회⋅경제적 측

면, 생물다양성, 오염물질 등 인간활동의 영향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지

며, 세부항목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다) 분야별로 해양환경상태와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라) 해양환경의 변화와 그 원인과 영향뿐만 아니라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에서의

변화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포함한 인간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함 

마)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변화에 가장 취약한 영역을 포함함

바) 비활동의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험들과 있음직한 결과들을 포함한 대응 

옵션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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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평가에서 예측요소를 포함시킴

3) 평가에 사용될 자료

가) 관련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모든 관련 자료들이 관전문가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를 구성함

나) 평가에 사용된 자료, 정보와 방법을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

다)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정보와 간행물을 사용함

라) 정보가 제한되었을 때, 그 정보가 전체 영역을 위해서 어떻게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

마) 평가보고서에서의 자료들과 과정에 대한 수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함

바) 평가보고서에서 자료와 그 자료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사) 데이터 수준 확인을 포함한 자료 수집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개발함

아) 자료들을 등급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자) 국제적 자료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부가 정보처리 상호운영을 

강화시키고, 생산된 자료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를 지원할 지침서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함

차) 수집된 모든 자료들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과 메타데이터의 유용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 관리, 저장, 보존, 교환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과

과정들을 설명하는 DB 구축이 필요함

타) 비독점적인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모든 평가보고서와 결과물에 

대해서 구축된 DB를 제공함

4)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관계자

가) 정부 부처(관련 지방정부)

나) 관련된 이해관계자

(1) NGOs, 산업계, 언론, 학계, 지역사회 등

다) 국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교육기관

라) 국제기구(UNDP, UNEP, GEF 등)

5) 국가보고서 작성 시 필수 활동 사항

가) 평가의 목적과 범위, 개념 틀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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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1)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데이터 보고와 분석을 위한 공통된 가이드라인 개발

(3) 평가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개발

다) 전주기 보고서 작업방식 및 범위를 고려하여 작성함

라)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유용성과 접근성, 데이터와 정보의 검증이 필요함

마) 관련 최신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함  

바) 과학과 정책 사이에 효율적인 관계를 구축함 

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

(1) 참여자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아) 전문가 선택과 임명

자) 전문가들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대응방법

(1) 상당한 증거가 있는 모든 견해들은 비록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거절될 수 없음

(2) 전문가들 간의 의견일치 부족을 다루기 위해서 이용된 절차를 평가

보고서에 기록함

차) 국가보고서는 국내용과 국외용 두 가지 형식으로 작성하며, 국외용은 

RP 대응위원회를 거쳐 최종 내용을 결정함

6) 전문가 검토

가) 검토자의 선발과 검토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함

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검토자를 선발함

다) 평가에 관여하지 않은 검토자를 활용함

라) 검토과정의 완성과 의견 제출을 위한 스케줄과 마감 일자를 명확히 해야 함

마)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평가에 관해서는 검토를 위한 독립적인 

검토자를 임명함

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나 결과의 경우에는 검토자들의 출판물과 신원을 

확인해야 함 

사) 평가 보고서에 검토 절차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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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가) 평가과정에서 정기적인 진도보고서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초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제공함

나) 평가 초기 단계에서 정책결정자, 일반인 등 수요자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보급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함

다) 의사소통 전략으로 보고서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유도함 

라) 차트, 그래프, 지표 등 시각적 자료를 이용함

마) 유능한 과학 작가를 활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글을 작성함

바) 국가대응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함

8) 평가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과 네트워킹을 위한 준비

가) 전문가집단 및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해양환경평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함

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정부부처, 산․학․연간 협력 파트너십을 구성함

9) 평가의 과학적 신뢰성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10) 사후 평가의 평가와 검토

가)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자들에게 미친 영향, 결과 대응조치의 효율성 등 사후 

평가 내용을 제공함

나) 평가과정 자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후 평가 내용을 활용함

마. 보고서 발간 방식

1) 국가대응협의회를 통해 국문본 최종 검토 후 발간하도록 함

2) 국문본 완성 후 Regular Process 제출할 내용을 선별하고 영문으로 번역함

3) 국가대응협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영문본을 발간함

2. Regular Process 수행에 선도적 역할 수행

가. Bureau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1)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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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한 우리

나라 입장을 적극으로 반영토록 함

나. 전문가그룹 지속적 배출

1) 전문가그룹이 평가보고서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전문가가 전문가그룹으로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 있음

* 2012년 현재 박철교수(충남대) 참여

다. 신탁기금 지속적 공여

1) 많은 회원국들이 공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신

탁기금을 공여한다면, 우리나라가 Regular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는 인식을 줄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으로 하여금 신탁기금 

공여를 격려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단, 전문가그룹회의 혹은 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 등 Regular

Process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여하도

록 하여 회원국들이 우리나라 기여를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기금 공여 대안으로 전문가그룹회의 혹은 평가보고서 작성 위한 

전문가간 회의 개최 등 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적 참여

1)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된 국

내 전문가그룹 및 기여전문가들로 하여금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필

요가 있음

2) 평가보고서 작성의 실질적인 역할은 기여전문가와 전문가그룹임. 따

라서 기여전문가로 추천된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지역별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가) 기존의 자료와 국가 자료를 통합하여 지역별 보고서 작성 작업 시, 주변 

국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황 및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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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보고서 초안 검토 및 의견 제출

가) 지역별 보고서를 통합한 평가보고서 초안이 배포되면, 국가대응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마. 동남아시아지역 능력배양에 기여

1) 우리나라 해양평가능력을 동남아시아지역 전문가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가기준을 동남아지역으로 확산시킬 뿐 아니라 동남아시

아지역의 평가보고서 작성 시 영향력을 발휘할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2) 해양환경 관련 역량배양 및 기술이전은 Regular Process 시행의 핵

심 사안임. Regular Process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재원이며 

역량배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태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최대한 홍보하고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국제기구와의 연계 활동  

1) 필요성

가) 현재 Regular Process 사무국 지원은 DOALOS가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적, 인적자원 측면에서 DOALOS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

어 있음

나) UN 결의안(A/65/L/20)에 따르면 기술적, 과학적 측면은 UNESCO/IOC,

IMO, FAO 등 관련 UN 기구에서 지원하기를 요청한 바, 이들 기구들과 

해양환경 관련 능력배양 등 다양한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바를 홍보하고 이들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다) 또한 Regular Process 통합평가를 위해 수집될 자료는 각 지역별 보고서 

및 정보임

라) 우리나라 해양환경상태와 평가현황이 YSLME, PICES, NOWPAP 등 우

리나라 주변 지역해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별 보고서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 있음

마) 특히, 초지역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IMO, FA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고 제공하는 평가자료에도 우리나라 현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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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강화 방법

가) 우리나라 해양환경 국제워크숍 등의 행사에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

청하여 정보를 공유함

나) YLSME, PICES, NOWPAP, IMO,FAO 등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 

현황을 홍보함

다) 각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평가자료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

도록 전문가 진출을 지원함  

3. Regular Process 평가보고서 결과를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 

1)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보고서가 유엔총회에서 승인이 되어, 회원국

에게 배포되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치함

2)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자료 부족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최우선적

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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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2년 4월 전체작업반 회의결과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및 

전문가그룹 위임사항 포함)

별첨 2. 북대서양․발틱해․지중해․흑해지역 

워크숍 결과

별첨 3. 저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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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2년 4월 전체작업반 회의결과
(1차주기 보고서 아웃라인 및 

전문가그룹 위임사항 포함)



  

Report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Letter dated 10 May 2012 from the Co-Chair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We have the honour to transmit to you the attached report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which sets out in section II the agreed 
recommendations to the sixty-sev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ursuant 
to paragraph 208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31 of 24 December 2011,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met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from 
23 to 27 April 2012. 

 
We kindly request that the present letter and the report be circulated as a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agenda item entitled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our highest consideration. 
 
 
 

 
 

(signed) Donatus Keith St Aimee 
(signed) Mr. Gonçalo da Motta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I.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1. Pursuant to paragraph 208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31 of 
24 December 2011, the third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Regular Process”), was convened 
from 23 to 27 April 2012. 
 
2.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ppointed H.E. Mr. Donatus Keith St. 
Aimee (Saint Lucia) and Mr. Gonçalo da Motta (Portugal) as Co-Chairs of the 
meeting.  Ms. Patricia O’Brien, Under-Secretary-General for Legal Affairs, The Legal 
Counsel, delivered opening remarks on behalf of the Secretary-General. 
 
3. Representatives of sixty-seven (67) Member States, eleven (11)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bodies and two (2)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ttended the meeting.1   
 
4.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09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7 A of 7 December 2010, also 
participated in the meeting: Mr. Enrique Marschoff (Argentina); Mr. Peter Harris 
(Australia); Ms. Lorna Inniss (Barbados); Ms. Saskia Van Gaever (Belgium); Mr. 
Jake Rice (Canada); Mr. Patricio Bernal (Chile); Ms. Juying Wang (China); Mr. 
George Martin (Estonia); Mr. Peyman Eghtesadi-Araghi (Iran, Islamic Republic of); 
Mr. Sean O. Green (Jamaica); Mr. Renison Ruwa (Kenya); Mr. Chul Park (Republic 
of Korea); Mr. Joshua Tuhumwire (Uganda); and Mr. Alan Simcock (United 
Kingdom).  
 
5. The following supporting documentation was available to the meeting: 
(a) provisional agenda, annotated provisional agenda and format, including proposed 
organization of work; (b) Note from the Group of Experts and Revised Possible 
Outlin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prepared by the Group of Experts; (c) draft Terms of 
Reference and Working Methods for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d) 
Report on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and (e) revised draft Timetabl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6. On 23 April 2012,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agenda (Annex V), and 
agreed on the organization of work, as proposed by the Co-Chairs.  In its substantive 

                                                 
1 A complete list of participants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Sea of the Office of Legal Affairs 
(http://www.un.org/Depts/los/global_reporting/global_report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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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the Working Group took note of the report of the Bureau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he “Bureau”)2 and of the Summaries of the Workshops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in support of the Regular Process in 
Santiago, Chile, from 13 to 15 September 2011 and in Sanya, China, from 21 to 23 
February 2012, respectively.   
 
7. The Director of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reported on the status of the trust fund.  Delegates were reminded that without 
additional funding it would not be possible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experts 
to attend future meetings of the Regular Process.   
 
8. On 25 April 2012, the Working Group considered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including the need to finalise the 
Guidance for Contributors contained in Annex B to the Set of Options;3 coordination 
with other processes dealing with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simplific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appointment of individual members to the Pool 
of Experts; identification of focal poi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and the revised 
draft timetab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The members of the Bureau were requested to engage States in their regional groups 
and encourage the nomination of individuals to the Pool of Experts as soon as 
possible. 
 
9. On 26 April 2012, the Working Group considered communication 
requirements and data and information management of the Regular Process.  The 
meeting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the website of the Regular Process, including 
its legal status, cont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related costs and the 
need for financing.  The Working Group also took note of the report on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10. On the final day of the meeting, at the request of some delegation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Mr. Achim 
Steiner, in his capacity as the Chief of the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 of 
the Chief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gave a presentation to the Working 
Group on the Secretary-General’s initiative for an Oceans Compact, via a video-link 
from Nairobi.  The presentation was made on the initiative with a view to clarifying 
its scope and how it overlaps with the Regular Process.  In the ensuing exchange, 
some delegations raised questions over the initiative, including its mandate, and 
stressed the need for transparency.  
 
11. Following informal consultations that were held during the course of the 
meeting, on 27 April 2012,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Outlin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and the Terms of Reference and Working Methods for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On the same date, the 

                                                 
2 The Bureau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Member States: Argentina, Bulgaria, Chile, China, Ecuador, 
Estonia, Ghana, Greece, Kenya, Republic of Korea, Spain, Sri Lanka, Tanzania, Ukraine, United States of 
America. 
3 Available at: http://www.un.org/Depts/los/global_reporting/global_report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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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took note of the revised draft Timetabl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12. Based on the discussions, the Working Group adopted recommendations, 
which are presented in section II of the present report.  The Working Group 
recommended that its next meeting be convened in 2013.   
 
13. On 10 May 2012, the Co-Chairs transmitted the present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sixty-six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I. Recommendation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o the 
sixty-sev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14.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submi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1)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adopt: 
 

 (a) the Outlin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Annex I); and  
 
 (b) the Terms of Reference and Working Methods for the Group of 
Expert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the Regular Process 
(Annex II). 

 
(2)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take note of: 

 
 (a) the revised draft Timetabl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Annex III); 

 
 (b) the Summaries4 of the Workshops held in Santiago, Chile, from 
13 to 15 September 2011 and in Sanya, China, from 21 to 23 February 2012, 
respectively; and 

 
 (c) the Report on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Annex IV). 

 
 (3)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urges the Group of Experts 

to finalise the Guidance for Contributors as soon as possible, and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to enable 
the Pool of Experts to start the 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as soon as possible.  

 

                                                 
4 Available at: http://www.un.org/Depts/los/global_reporting/global_report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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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request the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who have 
served on the Group of Experts for the dura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first 
assessment cycle pursuant to paragraph 209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7 A, to continue serving on the Group of Experts for the second phase of 
the first assessment cycle. 

 
(5)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invite States and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13 of 
its resolution 66/231 to make every effort to promptly respond to 
communications from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and the Group of 
Experts. 

 
(6)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first 
draft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be sent to Member 
States for comments, and that the Group of Experts revise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in light of the comments received.  Once 
revised, the draft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ould be 
presented to the Bureau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ogether 
with the comments received.  With the approval of the Bureau for its 
submission,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ould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for final approval by the General Assembly. 

 
(7)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take note of the need to identify capacity-building in the 
context of the Regular Process.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would, at its next session, further consider an approach on how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capacity-buil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making full use of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8)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bring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to the attention of Member 
States and head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aged in 
activities relating to capacity building for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as well as funding 
institutions, and invite them to contribute information to the preliminary 
inventory on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9)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 any ne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as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10)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the 
General Assembly note with appreciation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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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trust fun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operations of the first 
five-year cycle of the Regular Process, express its serious concern regarding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in the fund, and urge Member Stat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onor agenc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atural and juridical 
persons to make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ose funds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83 of resolution 64/71 of 4 December 2009 and to make other 
contributions to the Regular Process. 
 
(11)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mmends that its next 
meeting be convene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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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 
 
Outlin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5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6 
 

PART I – SUMMARY   

This Part would not follow the pattern of the main report, but highlight the most 
significant conclusions. It would aim to bring out:  
 

(a) The way in which the assessment has been carried out;  

(b) Overall assessment of the scale of human impact on the oceans and the 
overall value of the oceans to humans;  

(c) The main threat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d) The needs for capacity-building and effective approaches to meeting such 
needs; and  

(e) The most serious gaps in knowledge and possible ways of filling them. 

 

PART II  – THE CONTEXT OF THE ASSESSMENT  

Chapter 1.  
Planet: oceans and life  
This chapter would be a broad, introductory survey of the role played by the oceans 
and seas in the life of the planet, the way in which they function, and humans’ 
relationships to them.  
 
Chapter 4. Mandate, information sources and method of work  
 
4.A. Objectives, scope and mandate of the Regular Process, as agreed by the 
General Assembly.  
 
4.A bis. Explanation of the rationale for the Regular Process, and the need to ensure 
regular assessment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including an explanation of what is new in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4.B. General issues relating to the collection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ta relating to the oceans and seas and human uses of them, including national, 

                                                 
* This document contains the outline as adopted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t its third 
meeting (23-27 April 2012).  The chapters will be numbered sequentially in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5 In this context, “integrated” means assessing impacts from a number of individual stressors and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ffects on marine ecosystems, i.e. the overall impact from multiple processes and 
activities overlapping in time and space.  
6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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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nd global aggreg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and data, quality 
assurance of data, and access to information.  
 
4.C. Description of the procedures agreed for carrying out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and the way in which these procedure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the approach to the science/policy interface, the selection of contributors, 
the choices made on the establishment of baselines, the description and categorizing 
of uncertainties and the quality assurance of data.  

PART III  – ASSESSMENT OF MAJOR ECOSYSTEM SERVICES FROM THE MARI NE 

ENVIRONMENT (OTHER THAN PROVISIONING SERVICES )7 
Several chapters in this Part would draw heavily on the work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the aim would be to use the work of the IPCC, as 
well as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ot to duplicate it or challenge it. 

Chapter 8 bis.  
Scientific understanding of ecosystem services 

Overview of the state of scientific understanding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data coll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research needs.  

Chapter 5.  
The oceans’ role in the hydrological cycle  

5.A.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eawater and freshwater segments of the 
hydrological cycle: the rate of turnover and changes in it – freshwater fluxes into the 
sea and their interaction with it, including th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f 
changes in those fluxes as a result of changes in continental ice sheets and glaciers, 
and of anthropogenic changes in those fluxes (for example, from dam-building or 
increased abstraction) – reduction in ice coverage – sea level changes.  
 
5.B.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ocean warming, sea-level 
change, including the implications of rises in sea-level for the security and 
implications for low-lying countries, and anthropogenic and other changes to 
freshwater fluxes into the sea.  
 
5.C. Chemical composition of seawater: salinity and nutrient content of the different 
water bodies – changes in salinity and nutrient content.  
 
5.C bi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changes in salinity and 
nutrient content.  
 
5.D. The oceans’ role in heat transportation: ocean warming - the overall influence of 
the oceans on surface temperature and circulation patterns – oceanic oscillations – El 
Niño and similar events.  
 

                                                 
7 The main provisioning service from the oceans is food, which is covered in part IV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Other provisioning services are covered in Part V (Other human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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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hanges in ocean temperature 
and of major ocean temperature events.  

Chapter 6.  
Sea/air interaction  
 
6.A. The role of the seas in regulating atmospheric fluxes and concentration of 
oxygen and carbon dioxide (oxygen production,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role of 
the oceans and seas as carbon-dioxide sinks – issues about maintaining or enhancing 
that role. 
 
6.A bis Scale and significance of the coal industries. 
 
6.B. Meteorological phenomena related to the oceans: hurricanes and typhoons – 
monsoon rains – trade winds.  
 
6.C.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rends in meteorological 
phenomena, including changes i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storms, effects on 
seas covered by ice for much of the year and the communities that depend on them, 
and the implication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6.D. Ocean acidification: degree and extent of ocean acidification resulting from 
human activities (including coral bleaching).  
 
6.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rends in ocean acidification 
(with cross-reference to Part IV on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Chapter 7.  
Primary production, cycling of nutrients, surface layer and plankton  
 
7.A. Global distribution of primary production: the reasons for the present distribution 
– factors affecting cycling of nutrients and the vari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base of 
the food web – changes known and foreseen, including changes in ultra-violet 
radiation from ozone-layer problems.  
 
7.B. Surface layer and plankton: role of the surface layer – factors influencing it – 
variations in plankton species.  
 
7.C.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rends in primary production 
and other factors affecting the inherent vari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base of the 
food web (with cross-reference to Part IV on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Chapter 7 bis.  
Ocean-sourced carbonate production 
 
Role of ocean-sourced carbonate production in the formation of atolls and beaches – 
potential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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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Aesthetic, cultural, religious and spiritual ecosystem services derived from the 
marine environment  
Scale of human interactions with the oceans and seas on the aesthetic, cultural, 
religious and spiritual levels, including burials at sea, and ways in which these 
interactions may be affected by other changes. There would also be a cross-reference 
to Chapter 26 (Tourism and recreation).  

Chapter 9.  
Conclusions on major ecosystems services other than provisioning services  
Summary of the main issu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needs and information gaps, 
as identified in Chapters 8 bis, 5, 6, 7, 7 bis and 8. 

PART IV  – ASSESSMENT OF CROSS-CUTTING ISSUE: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This Part would draw substantially on assessments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 the aim would be to use the work of 
FAO, not to duplicate it or challenge it. 

Chapter 10.  
Oceans and seas as sources of food  
Scale of human dependence on the oceans and seas for food and pressures of 
increased demands, the variations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the extent 
to which some parts of the world depend on other parts for fish and seafood and the 
contribu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to food security.  

Chapter 11. Capture fisheries  
11.A. Commercial fish and shellfish stocks: present status of fish and shellfish stocks 
and factors affecting them that are commercially exploited, including by fishing 
practices – scale of economic activity (large-scale commercial, artisanal and 
recreational8 fishing).  
 
11.B. Other fish and shellfish stocks: present status of fish and shellfish stocks 
exploited by artisanal or subsistence fishing – significance for livelihoods – present 
status of fish stocks not currently exploited. 
 
11.C. Impacts of capture fisheries (large-scale commercial, artisanal and subsistence 
fishing) on marine ecosystems, through effects on the food web, by-catch (fish, 
mammals, reptiles, and sea-birds), and different fishing gear and methods, including 
the impact of discards on other wildlife, and impacts from lost or abandoned fishing 
gear.  
 
11.C bis Effects of pollution on living marine resources: possible effects of chemical 
and radioactive pollution on stocks of living marine resources used for food – 
implications of potential threats of such pollution.  
 

                                                 
8 See also Chapter 26 (Tourism and recreation) on recreational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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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9: scale, location and impacts 
on fish stocks.  
 
11.E.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0 in relation to 
capture fisheries. 
 
11.G. Projections of the status of fish and shellfish stocks over the next decade in the 
light of all relevant factors.  
 
11.F bis.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capture fisheries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apture fisheries and the status and 
trends of living marine resources. 

Chapter 12.  
Aquaculture  
12.A. Scale and distribution of aquaculture: locations of aquaculture activities – 
species cultivated – economic significance and contribution to food security.  
 
12.B. Aquaculture inputs and effects: demand for coastal space – demand for fish 
meal from capture fisheries.  
 
12.B bis. Pollution and contamination from aquaculture: use of chemicals – 
interactions of escaped stock with wild stocks.  
 
12.C.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1 in relation to 
aquaculture.  
 
12.D. Projections of the role of aquaculture over the next decade in the light of all 
relevant factors.  
 
12.E.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aquaculture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aquaculture.  

Chapter 12 bis.  
Fish stock propagation  
 
12 bis.A. Rebuilding depleted stocks through marine ranching and release of fish from 
hatcheries.  
 
12 bis.B. Transplant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to different ecosystems.  
 
12 bis.C. Effects of artificial propagation on natural ecosystems.  
 
12.bis.D.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2 in relation to 
fish stock propagation.  
 

                                                 
9 As defined in the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10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11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12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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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is.E.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fish stock propaga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fish stock propagation.  

Chapter 13.  
Seaweeds and other sea-based food  
 
13.A. Scale, location of collection and significance of food derived from the oceans 
and seas other than fish and shell-fish – projected developments over the next decade.  
 
13.B. Potential impacts of collection of seaweed and other sea-based food.  
 
13.C.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3 in relation to the 
collection of sea-weeds and other sea-based food.  
 
13.D.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eaweed and other sea-based food.  

Chapter 14.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fisheries and sea-based food  
 
14.A. Relationship with human health: health benefits and problems from sea-based 
food, including the potential to supplement protein-poor diets – chemical, toxic and 
bacterial contamination. 
 
14.B. Scale and significance of employment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numbers 
employed – relationship of earnings to local median earnings – scale of injuries to 
fisher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14.C. Role of fisheries in social structure: role of fishers in local societies – extent to 
which fishing is the sole source of livelihood – extent to which local societies are 
dependent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14.E. Relationship between catch areas, ownership and operation of fishing vessels, 
landing ports and consumption distribution: the benefits which States (and economic 
operators based in them) obtain from fisheries and aquaculture.  
 
14.E bi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14.E ter. Effects of changes in markets: growth of long-distance transport of landed 
fish and shellfish.  
 
14.F. Links to other industries: scale of economic activity dependent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both in providing equipment (especially ships) and in processing output 
in value chains.  
 
14.G.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fisheries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fisheries. 
 

                                                 
13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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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  
Conclusions on food security  
 
15.A. Summary of the main issu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needs and information 
gaps, identified in chapters 10 to 14.  
 
15.B. Longer-term development of food from marine resources –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e IPCC – impacts of population changes – 
relation with changes in terrestrial food production. 
 
PART V – ASSESSMENT OF OTHER HUMAN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Chapter 16.  
Shipping  
 
16.A. Significance of shipping in world trade: major shipping routes – amount of 
world trade carried by sea – economic benefits to States from shipping activities, 
including as flag States – projections of changes over the next decade, including 
changes in shipping possibilities at high latitudes as a result of changes in ice cover.  
 
16.C. Threats from shipping: locations, scale and trends – pollution from shipping 
(covering all forms of pollution regulated by MARPOL Annexes I to VI, anti-fouling 
treatments and noise) – the acoustic impact of shipping on marine organisms - 
shipping disasters, including their longer-term effects – invasive species through 
ballast water and other biosecurity risks – transport of ships for ship-breaking – risks 
to coastal States from shipping compared to their trade.  
 
16.C ter Threats to the marine environment posed by the transport by sea of hazardous 
and noxious and of radioactive substances .  
 
16.D. Links to other industries and commerce: ship-building – ship-breaking – 
bunkers – insurance, chartering and navigation services.  
 
16.F.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4 in relation to 
shipping.  
 
16.G.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shipping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hipping, including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Chapter 17.  
Ports  
 
17.A. Scale and significance of port activities: locations and traffic – projected 
growth, including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shipping routes considered under 
issue 16.A – economic benefits to port States.  
 

                                                 
14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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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 Impacts of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orts: scale of port development – 
dredging for navigational purposes – management of ships’ waste, including effects of 
charging regimes – pollution from ships in port – remobilisation of pollutants by 
dredging.  
 
17.C.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5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orts.  
 
17.D.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ports and monitoring thei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Chapter 18.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18.A. Scale, location and role of cables and cable-laying: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 projected developments over the next decade – 
employment – links to other industries – economic benefits.  
 
18.B. Potential pollution and physical harm from cables and pipelines – during 
construction/installation – during use – after decommissioning.  
 
18.C.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6 in relation to 
pipelines and cables and pipeline and cable laying.  
 
18.D.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cable-laying and pipeline-installa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able-laying and pipeline-
installation.  

Chapter 19.  
Coastal, riverine and atmospheric inputs from land  
 
19.A. Municipal waste water, including the impact of major cities and of cruise ships 
in harbours: scale and degree of treatment – nature of impact, both through direct and 
riverine inputs and including impacts on microbiological quality of coastal waters, as 
well as economic impacts of adverse effects on water quality, especially on 
aquaculture and tourism – projected developments over the next decade.  
 
19.B. Industrial discharges, including point sources: hazardous substances, including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heavy metals – hydrocarbons – nutrients – scale of 
discharges (direct and riverine inputs and atmospheric transport) – degree of treatment 
– nature of impact, including impacts on human health through food chain – projected 
developments over the next decade.  
 
19.C. Agricultural runoff and emissions: scale (direct and riverine inputs and 
atmospheric transport of nutrients) – nature of impact – projected developments over 
the next decade.  
 

                                                 
15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16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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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D. Eutrophication: combined effects of municipal, industrial and agricultural 
inputs (including algal blooms), considering also the effects of turbidity in coastal 
waters and denitrification in estuaries – cross-reference to effects on fish stocks and 
effects on the food web.  
 
19.F. Inputs of radioactive substances from both nuclear and non-nuclear industries – 
actual, potential and suspected impacts of inputs of radioactive substances.  
 
19.G.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7 in relation to 
managing the impact of land-based inputs. 
 
19.H.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related to coastal, riverine and atmospheric inputs from land. 
 
19.I. Scale of desalinisation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desalinisa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desalinisation.  

Chapter 20.  
Offshore18 hydrocarbon industries  
 
20.A. Scale and significance of the offshore hydrocarbon industries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20.B. Impacts from exploration, including seismic surveys and exploitation and 
decommissioning. 
 
20.D. Offshore installation disasters and their impacts, including longer-term effects.  
 
20.G.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19 in relation to 
offshore hydrocarbon installations.  
 
20.H.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offshore hydrocarbon industries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offshore hydrocarbon 
industries. 

Chapter 21.  
Other marine-based energy industries  
 
21.A. Scale of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generation – current, 
planned and forecast.  
 
21.B. Environmental benefits and impacts of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generation.  
 

                                                 
17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18  “Offshore” in this chapter and the following two chapters covers all installations that are situated in the 
marine environment, whether in internal waters or in maritime areas subject to th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f States. 
19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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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Expected economic performance of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generation.  
 
21.D.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0 in relation to 
offshore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installations.  
 
21.E.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offshore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genera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offshore wind, wave, ocean thermal and tidal power generation. 

Chapter 22.  
Offshore mining industries  
 
22.A. Scale and significance of sand and gravel extraction: environmental impacts of 
sand and gravel extraction.  
 
22.B. Economic benefits of sand and gravel extraction.  
 
22.C. Developments in other sea-bed mining: current state and potential scale.  
 
22.D.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1 in relation to 
offshore mining industries.  
 
22.E.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offshore mining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offshore mining. 

Chapter 23.  
Solid waste disposal  
 
23.A. Types and amounts of waste dumped at sea, including explosives and hazardous 
liquids and gases,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 projected levels 
of dumping over the next decade.  
 
23.B.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2 in relation to solid-
waste dumping at sea.  
 
23.C.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solid-waste disposal at sea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olid-waste disposal at sea.  

Chapter 24.  
Marine debris  
 
24.A. The multiple causes of marine debris, including lack of controls on land-based 
disposal of waste, lack of management of beach litter and ship-generated litter, and 
the scale and distribution of the problem.  
 
24.B. Approaches to combating marine debris – range of application – cases where 
progress has been made.  

                                                 
20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1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2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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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C.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control marine debris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marine debris.  

Chapter 25.  
Land/sea physical interaction  
 
25.A. Land reclamation: scale and location of land reclamation and habitat 
modification and the habitats affected –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3 in relation to land reclamation and habitat modification. 
 
25.B. Erosion of land by the sea: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land erosion – effects 
on marine and coastal habitats of coastal defences, including beaches and fringing 
islands – implication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costs of coastal defences –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4 in relation to erosion of 
land by the sea. 
 
25.C. Sedimentation changes: sedimenta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as a result of 
land erosion by rainfall and rivers – decline in marine sedimentation as a result of 
water management – effect of both types of change on marine and coastal habitats, 
including estuaries, deltas, submarine canyons –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5 in relation to control of the causes of sedimentation change. 
 
25.D.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assess land/sea physical interaction.  

Chapter 26.  
Tourism and recreation  
 
26.A. Location and scale of tourism and recreation, including cruise ships: 
employment – economic benefits of tourism –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protecting marine biodiversity.  
 
26.A bis. Recreational and sport fishing and its impact on marine wildlife.  
 
26.A ter Impacts of recreational and tourist vessels on sensitive sea areas.  
 
26.B. Contribution of tourism to problems of sewage and pollution, including from 
cruise ships (see also heading 19A - Municipal waste water).  
 
26.C. Location and scale of other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including habitat 
disturbance and destruction.  
 
26.C bis. Relationship of tourism to protec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for 
example, whale-watching and whale sanctuaries).  
 
26.D.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6 in relation to 
manag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on the marine environment.  

                                                 
23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4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5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6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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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E.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assess the interface of tourism and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ourism. 

Chapter 27.  
Desalinisation 
 
Scale of desalinisation and it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desalinisa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desalinisation. 

Chapter 28.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28.A. Current topics, locations and scale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xploitation, including the uses being mad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issu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mpacts. 
 
28.B.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7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and exploit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28.C.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and 
exploit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m. 
 

Chapter 30.  
Marine scientific research 
 
30.A. Topics, scale and location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30.B.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8 in relation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30.C.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cluding transfer of technology.  
 

Chapter 31.  
Conclusions on other human activities  
Summary of the linkages between driving forces related to human activities and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having regard to the various types of pressure.  

 

Chapter 31 sesqui.  
Capacity-building in relation to human activities aff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27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28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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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clusions on the identification of gaps in capacity to engage in the human 
activities described above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human activities aff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PART VI  – ASSESSMENT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HABITA TS  

Chapter 31 bis.  
Introduction  
 
The aim of this Part is: (a) to give an overview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what is know about it; (b) to review the status and trends of, and threats to, marine 
ecosystems, species and habitats that have been scientifically identified as threatened, 
declining or otherwise in need of special attention or protection; (c) to review the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29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and (d) identify gaps in capacity to 
identify marine species and habitats that are identified as threatened, declining or 
otherwise in need of special attention or protec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SECTION AA  – OVERVIEW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Chapter 31 ter.  
Scal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Main gradients of diversity for species, communities and habitats (coastal to abyssal, 
equatorial to polar, substrate type, salinity).  

 

Chapter 31 quater.  
Extent of assessment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Proportion of major groups of species and habitats in the different marine regions that 
are assessed on a systematic basis for status, trends and threats.  

Chapter 31 quinquies. 
Overall status of major groups of species and habitats  
 
Summary, by major group and marine region, of the status, trends and threats, 
including the cumulative effects of pressures, shown by those assessments. 
 
Chapters 31 quater and 31 quinquies will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me: 
 
a. Coastal (intertidal and shallow water (<50m) rock and biogenic habitats (for 
example, kelp forests and shallow-water, tropical coral (and other biogenic) reefs)  

b. Coastal sediment habitats, including vegetated habitats (for example, 
mangroves, salt marsh and other macro-vegetation areas and seagrass and eel-grass 
beds)  
c. Shelf rock (~50—200m) and biogenic reef habitats 
d. Shelf sediment habitats  

                                                 
29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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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ep sea (bathyal and abyssal habitats) (for example, seamounts, deep-sea 
banks and plateaus, hydrothermal vents and cold-water coral (and other biogenic) 
reefs) 
f. Water column habitats  
 
Species will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ir related habitat (for example, pelagic 
cephalopods in relation to oceanic water-column habitats). 

SECTION A.  MARINE ECOSYSTEMS, SPECIES AND HABITATS SCIENTIFICALLY 

IDENTIFIED AS THREATENED , DECLINING OR OTHERW ISE IN NEED OF SPECIAL 

ATTENTION OR PROTECTION  

THIS SECTION WILL INCLUDE MARINE ECOSYSTEMS, PROCESSES, SPECIES AND HABITAT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WILL BE STRUCTURED IN THE LIGHT OF THE OVERVIEW 

IN SECTION AA.  THE CHAPTER HEADINGS BELOW ARE INDICATIVE ONLY. 

Chapter 32: 
Coastal rock and biogenic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Chapter 34: 
Coastal sediment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Chapter 35: 
Shelf rock and biogenic reef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Chapter 36:  
Shelf sediment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Chapter 37:  
Deep sea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Chapter 38: 
Water column habitats and related species 
 
These chapters will examine distribution, numbers, status and threats, including 
cumulative pressures. 
 
SECTION B BIS. ENVIRONMENTAL , ECONOMIC AND /OR SOCIAL ASPECTS OF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AND CAP ACITY -BUILDING NEEDS  

Chapter 42 bis.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30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Chapter 42 ter.  
Capacity-building needs  
 
Identification of gaps in capacity to identify marine species and habitats that are 
identified as threatened, declining or otherwise in need of special attention or 

                                                 
30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will not include any analysi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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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n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SECTION C - SUMMARY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Chapter 43. Summary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Summary of the main issu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needs and information gaps, 
identified in chapters 31 bis to 42 ter. 

PART VII  – OVERALL ASSESSMENT  
Chapter 44. Overall assessment of human impact on the oceans  
 
44.A. Consideration of the implications of cumulative pressures on the overall state of 
the oceans and seas.  
 
44.B. Evaluations under different methods of assessing overall human impact on the 
oceans and seas. 

Chapter 45. Overall value of the oceans to humans  
Evaluations under different methods of the benefits accruing to humans from the 
oceans, including assessment of the cost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PPENDIX - TERMINOLOGY  
 
1. Terminology used to describe the major features of the ocean basins and 
linked seas  
 
1.A. A short summary of the technical terms used to describe the main geological 
features: enclosed and semi-enclosed seas – continental shelves and slopes – mid-
ocean ridges – seamounts – coral and other biogenic reefs – sedimentation – major 
estuaries – fjord and ria areas – ocean canyons – coastal geological structures, 
beaches, marine wetlands, mangroves and tidal flats.  
 
1.B. A short summary of the technical terms used to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water column: bodies of water – thermohaline circulation – the main ocean currents – 
deep water formation (downwelling) and upwelling – stratification – acidification – 
ice coverage.  

2. Legal concepts relat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This section would include quotations from the relevant par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that readers can see what is intended when terms 
from that instrument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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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Terms of reference and working methods for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I. Introduction 
 
1. In paragraph 180 of its resolution 64/71, the General Assembly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invite the Chairs of the regional groups to constitute a group of 
experts, ensuring adequate expertise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comprised of a 
maximum of 25 experts and no more than 5 experts per regional group, for a period 
up to and including the informal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o be held from 30 August to 3 September 2010. 
 
2. In its paragraph 209 of its resolution 65/37 A, the General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a group of experts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Regular Process and 
requested the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who had been appointed by Member 
States pursuant to paragraph 180 of resolution 64/71, to continue serving on the 
Group of Experts for the dura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first assessment cycle, and 
encouraged regional groups that had not yet done so to appoint experts to the Group 
of Exper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80 of resolution 64/71. 
 
3. The present document,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in 
consultation with the Group of Experts, defines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experts 
appointed to, or to be appointed to, the Group of Experts.  
 
II. Terms of reference 
 
4. The general task of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to carry out any assess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gular Process at the request of the General Assembly31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In particular, the 
tasks of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a) To draft an outline of ques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main 
assessment to be undertaken in each cycle of the Regular Process, for approval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b) To provide specifications of the types of additional expertise that the 
Group of Experts will need to carry out any assessment, as a basis for appointments, 
through the regional groups, of members of the Pool of Experts; 
 
 (c) To designate from among its members a lead member and, as 
appropriate, other members to take responsibility, under the overall responsibility of 
the Group of Experts, for each part, section or chapter of any assessment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31 It is understood that to carry out any assessment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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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o propose assignments for approval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of members of the Pool of Experts:  
 

 (i) To work with the designated lead member of the Group of 
Experts in drafting working papers and/or draft chapters of any assessment;  
 
 (ii) To review and comment on material produced for any 
assignment; 

 
 (e) To draft an implementation plan and timetable for every assessment, 
for approval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if necessary, to 
propose amendments to that plan and timetable for approval in the same way; 
 
 (f) To provide general guidance to all those involved in carrying out any 
assessment based on the principles and document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32; 
 
 (g)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and any such general guidance; 
 
 (h) To review all material produced for any assessment, to take such step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assure the quality of data and information used in such 
material, and to take any further steps necessary to bring the assessment to a 
satisfactory conclus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if any such action would require expenditure from the trust fund for the 
Regular Process;  
 
 (i) To propose arrangements for approval by the Bureau for the peer 
review of the draft output of any assessment; 
 
 (j) In the light of the comments from the peer review, to agree on a final 
text of any assessment for submission through its Bureau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to present that text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k) To promote networking among marine assessment processes and 
individual experts; and  
 
 (l) To perform any other tasks assigned to it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32 See resolutions 66/231, 65/37A and 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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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ion 
 
5.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composed as follows: 
 
 (a)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composed of a maximum of 25 experts 
and no more than 5 experts per regional group. Its composition shall reflect 
geographic and gender balance; 
 
 (b) The composition shall ensure a mix of disciplinary expertise and 
involve participants from all region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different regional 
circumstances and experience.  All of the main disciplines in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should be considered for inclusion; 
 
 (c) The experts may be drawn from any type of affiliation (e.g.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rivate 
sector,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d) The experts shall ha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one or several of the 
categories described in the collective profile of the Group of Experts; 
 
 (e) The experts shall have internationally recognized excellence in their 
field or fields of expertise; 
 
 (f) The experts shall have demonstrated high-leve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rocesses relevant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g) The experts shall have the ability to serve in an independent, personal 
capacity. 
 
  Appointments 
 
6.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5/37 A as follows: 
 
 (a)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five regional groups (African States Group, Asian and 
Pacific States, Eastern European State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and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with each regional group nominating up to five 
experts; 
 
 (b) Nominations shall take account of the criteria for the appointment of 
experts; 
 
 (c) Members shall be in a position to devote substantial amounts of time to 
the work of the Regular Process; 
 
 (d) Membership shall be renewed at the start of each cycle of the Regular 
Process.  Existing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may be re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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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n appointment to fill a vacancy occurring during a cycle may be 
made at any time, but the appointment shall come to an end at the end of the cycle 
during which it is made; 
 
 (f) The chair of a regional group shall inform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that the regional group has made an appointment to the Group of Experts.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shall issue a letter of confirmation of the 
appointment to the expert and inform the coordinators of the Group of Experts, 
accordingly; 
 
 (g) If a member of the Group of Experts dies or resigns or for any other 
cause can no longer perform his or her duties, another member appointed from the 
same regional group shall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nd 
 
 (h) Members shall participate in the Group of Experts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not as a representative of a Government or of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United Nations. 
 
  Proprietary rights 
 
7.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ntitled to all property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copyrights and trademarks, with regard to material which bears a 
direct relation to, or is made in consequence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Organization. 
 
  Compensation 
 
8.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shall not receive any honorarium, fee or 
other remuneration from the United Nation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Group of 
Experts. Memb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States, will,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receive travel assistance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to be 
convened by the United N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methods 
 
9. The working methods of the Group of Experts shall be as follows: 
 
 (a) The Group of Experts may operate even if there are vacancies in its 
composition; 
 
 (b) The Group of Experts shall designate two coordinators from among its 
members, one from a developed country and one from a developing country. The task 
of the coordinators shall be to take such actions as they jointly consider will facilitate 
the discharge by the Group of Experts of the tasks which it has been given. The Group 
of Experts may change the designation of the coordinators at any time; 
 
 (c) Communications between the Group of Experts,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and States shall be made through a secure website,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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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he Group of Experts shall communicate with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and through 
meetings convened by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within existing 
resources; 
 
 (e) When needed and within existing resources, the Group of Experts may 
meet to discuss areas of work which cannot be dealt with through electronic meetings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f) The Group of Experts shall aim to work by consensus. Where 
consensus cannot be achieved, the Group of Experts shall ensure that all divergent 
opinions are appropriately reported in any draft, any proposal or any final text of any 
assessment. 
 
  Secretariat 
 
10.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as part of its functions 
as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shall serve as the secretariat of the Group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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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I 

 
Revised Draft Timetabl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
economic Aspects 

 
DATE ACTION OR EVENT 
COMPLETED   
August/September 2009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considers the Assessment of 
Assessments, agrees on the overall 
framework for the Regular Process and 
the timing for the first cycle, agrees on 
the need for more time, and recommends 
the appointment of an interim Group of 
Experts.  

March 2010 The General Assembly endorses the 
overall framework and timing of the first 
cycle, asks for States’ views on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and arranges 
for a further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the 
appointment of an interim Group of 
Experts. 

June 2010 The interim Group of Experts provides 
suggestions on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September 2010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grees on modalities for 
implementing the Regular Process, 
including capacity-building. 

December 2010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the 
modalities for implementing the Regular 
Process, establishes the Group of Experts 
and asks them to provide options to 
achieve the deadline of 2014. 

February 2011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recognizes the need for regional 
workshops and the appointment of a pool 
of experts to support the Group of 
Experts and agrees on the need for 
communication systems. 

May 2011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requests it to meet again in June 2011. 

June 2011 The Group of Experts provides a 
preliminary inventory of types of experts 
for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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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11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grees on the Criteria for the 
Appointment of Experts, the Guidelines 
for Workshop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ureau.  

September 2011 A regional Workshop for the South-East 
Pacific is held in Santiago, Chile. 

December 2011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the 
Criteria for the Appointment of Experts, 
the Guidelines for Workshops and 
arrangements for the Bureau. 

January 2012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issues call for nomination of members of 
the pool of experts.  

February 2012 A regional Workshop for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n Seas is held in 
Sanya, China. 

PROPOSED 
April 2012 The third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grees on 
the Terms of Reference and Methods of 
Work for the Group of Experts and the 
Outline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April 2012 The Group of Experts meets to discuss 
methods of achieving an integrated 
assessment and organization of drafting. 

June 2012 A regional Workshop for the North 
Atlantic and Baltic, Black and 
Mediterranean Sea is held in Brussels, 
Belgium. 

July/August 2012 Regional Workshops are held for the 
West Indian Ocean and the South-West 
Pacific. 

August/September 2012 A regional Workshop is held for the 
Wider Caribbean. 

June – September 2012 Other regional Workshops are held (if 
feasible). 

February 2012 – September 2012 Appointments by States of experts to the 
Pool of Experts based on the Criteria for 
the appointment of experts.  

October 2012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3 – 5 
days) to: 
(a) finalise Guidance to Authors; 
(b) identify Lead Drafters for Working 
Papers; 
(c) identify teams of Consultors for 
issues. 

October or November 2012 Coordinators of the Group of Experts 
provide a briefing to delegates on 
progress during the occasion of the 
informal consultations on th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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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October/November 2012 Meeting of the Bureau to consider the 
items proposed by the Group of Experts. 

November 2012 – February 2013 Lead Drafters prepare Working Papers. 
March 2013 (and at other points, if 
necessary) 

The Group of Experts identifies needs for 
further appointments of experts to the 
Pool of Experts.   

March – April 2013 Consultors comment on Working Papers. 
April/May 2013 Possible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pril/May 2013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3 days) 

to review progress and consider Working 
Papers in order to: 
(a) find ways to fill gaps and resolve 
contradictions; 
(b) ensure an integrated approach. 

May – June 2013 Lead drafters revise Working Papers in 
the light of comments from Consultors 
and the Group of Experts. 

June 2013 Meeting of the Bureau (if necessary) to 
consider the outcome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and to agree on 
consequential actions. 

April – August 2013 (and at other points, 
if necessary) 

States make further appointments to the 
Pool of Experts.  

August 2013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3 
days): 
(a) To recommend any necessary changes 
to the outline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in the light 
of comments on Working Papers;  
(b) To review progress (including the 
state of the Working Papers and to make 
any necessary adjustments); 
(c) To identify Lead Drafters for Draft 
Chapters; 
(d) To recommend arrangements for peer 
review 
(all subject to approval of the Bureau). 

September 2013 Meeting of the Bureau to consider the 
outcome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and to agree on consequential 
actions. 

October – December 2013 Lead drafters prepare Draft Chapters. 
October or November 2013 Coordinators of the Group of Experts to 

provide a briefing to delegates on 
progress during the occasion of the 
informal consult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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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ecember 2013 Completion of Draft Chapters by Lead 
Authors. 

January – February 2014 Consultors comment on Draft Chapters. 
February – March 2014 Lead Authors revise Draft Chapters in the 

light of comments. 
March – April 2014  Group of Experts prepares draft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April/May 2014 Possible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pril/May 2014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5-10 

days) to complete the draft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May 2014 The Group of Experts provide briefing on 
progress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phase) in its 
consideration of the Oceans and seas 
thematic cluster.  

June – August 2014 Review of the draft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by States 
and Peer Reviewers. 

September 2014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5-10 
days) to finalize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ctober 2014 Copy-editing of the final text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End October 2014 Submission of the final text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by 
the Group of Experts to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October - December 2014 Translation of the Summary and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in 
all the official languages.  

December 2014 Publication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December 2014 Consideration of the Summary by the 
Bureau, in preparation for its 
consideration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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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15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related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May 2015 The Group of Experts provide briefing on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n the occasion of the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phase) 
in its consideration of the Oceans and 
seas thematic cluster. 

Late autumn 2015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s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during its 70 session. 

 
Note 
This draft timetable implies: 

(a) Two possible meeting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2013 
and 2014) before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is 
finalised (December 2014).  These meetings may not be needed if 
decisions can be delegated to the Bureau and delegations can take 
advantage of the briefings by the Coordinators of the Group of Experts on 
the occasion of the informal consult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b) Five meetings of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in addition 
to the one planned in April 2012 in parallel to the third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ctober 2012 (3 – 5 days),  

May 2013 (3 days), 

August 2013 (3 days), 

May 2014 (5 – 10 days), 

September 2014 (5 – 10 days) 

Further meetings of the Group of Experts may be needed if the work 
cannot be completed in the time available for these meetings.  

 



 

 
 

32 

 

ANNEX IV 
 

Report on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1. In paragraph 204 of its resolution 66/231 of 24 December 2011, the 
General Assembly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bring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33 to 
the attention of Member States, head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aged in activities relating to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as well as funding 
institutions, and invite their contribution to the preliminary inventory. 
 
2. By correspondence dated 3 January 2012,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invited Member States, head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funding institutions to contribute to the preliminary 
inventory.  In response, contributions were received from two Member States and 
eleve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bodies.   
 
3. These contributions have been reflected in the Appendix to the present report, 
which is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33 Report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A/66/189, Annex V, Appendi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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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ontributions to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I. States 
 
China 
Mechanism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IOC) Regional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on Ocean Dynamics and Climat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Mainly developing States parties to the Western Pacific of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OC/WESTPAC)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Based at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of China, the Center on Ocean 
Dynamics and Climate is China’s first oceani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withi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amework. 
The objective of the Center is to enhance the regional research 
capacity and capability on ocean dynamics, air-sea 
interactions, climate change and numerical modeling through, 
among others, provisions of regular training courses in 
English once a year for approximately 15-20 junior scientists 
and doctoral/master students mainly from developing 
Member States of IOC/WESTPAC.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fio.org.cn/english/training_center/index.htm. 
 

Mechanism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Marine 
Sustainable Development Center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PEC Member States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Based at the Third Institute of Oceanography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of China, the Center aims at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marine policies, 
economic, management, technology and other fields, 
including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the Asian Pacific region. 
 

Mechanism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IOC Regional 
Marine Instrument Center for the Asia Pacific Regio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Developing States from the region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Based at the National Center of Ocean Standa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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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logy of Tianjin, China, the Center forms part of a 
network of Regional Marine Instrument Centers (RMICs) 
established as a mean to provide: (i) facilities for the 
calibration and maintenance of marine instruments and the 
monitoring of instrument performance; (ii) assistance with 
regard to instrument inter-comparisons; and (ii) appropriate 
training facilities. The goal of RMICs is to facilitate 
adherence of observational data and metadata and processed 
observational products to higher level standards for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ioc-cd.org/. 
 

Mechanism International Ocean Institute (IOI) China Regional 
Center for the Western Pacific regio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Developing States from the region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Based at the National Marin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Center of China, the Center aims at exploring effective 
training modes for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integrated 
ocean management.  
 
Information on the types of assistance available should be 
requested to: ioihq@ioihq.org.mt. 
 

Mechanism Coastal Sustainable Development Training Center (CSD-
Trai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CSD-Train aims at meeting domestic or overseas 

trainees’ needs for the enhanc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wareness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skills, as well as training requirements for coastal 
management capacity-building.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icsd.xmu.edu.cn/en-ctc/. 
 

Norway 
Mechanism EAF (Ecosystem Approach to Marine Fisheries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Nansen 
Programm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with an early emphasis on Sub-Saharan Africa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The objectives of the EAF-Nansen Programme are the 
following:  
- to appraise partners with procedures and methods for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key ecosystem proper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sampling methods and appropriate set of scientific indicators;  
- increased capacity at scientific and management level on the 
ecosystem approach to marine fisheries;  
- advice on the use of national or regional research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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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coordinated coverage by local or other vessels;  
- project planning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the project supports the 32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e four Large Marine Ecosystem (LME) 
projects. States may request the use of a research vessel to 
undertake specific surveys, i.e. fish stocks and environmental 
status in connection with offshore petroleum activities. 
Contribution to the vessel operating costs by the user is now 
(2012) USD $ 10,000 per day (approximately 1/3 of the total 
operating costs).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eaf-
nansen.org/nansen/en.  
 

Mechanism Climate effects on marine biodiversity in the Benguela 
Current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ngola, Namibia, South Africa 
Forms of assistance Regional/National 
Area of assistance Based on data collected through the Nansen Programme 

together with other relevant data, the project aims at 
identifying and describing possible trends and variability in 
ocean climate and corresponding changes in marine 
biodiversity and fisheries in the Benguela current system.  
The project is supported by the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chanism Implementation of the Benguela Current Commission 
Science Programm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ngola, Namibia, South Africa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Benguela Current Commission is mandated to implement 

an ecosystem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fish and shellfish, in the Benguela Current. 
Environmental concerns form the basis of the Commission’s 
work. Norway provides funding for its science programme, 
which aims to provide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advice for 
regional management of the Benguela Current. 
 

Mechanism Institutional cooperation on shrimp resources 
management  

Recipient developing States Mozambique 
Form of assistance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rea of assistance Technical assistance and management advice on shrimp 

assessments are carried out by th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IIP) in Mozambiqu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imr.n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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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ternational funding institutions, intergovern mental organizations, 
programmes, funds, and specialized agencies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Mechanism General Science Capacity Special Fund (GSCSF) 
Recipient developing States CCAMLR Member States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CCAMLR awards scholarships to assist early career scientist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its Scientific Committee and its 
Working Groups. Scholarships are normally awarded 
annually; however, the frequency of awards depends upon 
scientific priorities and funding. The objective of the GSCSF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capacity within the CCAMLR 
scientific community to generate the scientific expertise 
required to support CCAMLR in the long term. Scholarships 
of up to $30,000 AUD over a period of 2 years are available to 
cover travel, accommodation and subsistence at CCAMLR 
Scientific Committee Workshops or Working Group meetings, 
relevant preparatory meetings, and special meeting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Scholarships are open to scientists from 
CCAMLR Members. Preference is given to early career 
scientists who have not previously, or routinely, participated in 
CCAMLR Working Groups and are actively seeking to 
participate in CCAMLR science. Although candidates are 
sought from all Members, particular preference is 
given to early career scienti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those from countries having received low numbers of 
scholarships in past years.  
 
Opportunities for scholarships are advertised by Members, 
particularly in Member scientific institutions, and by 
CCAMLR Observers at international meetings as 
well as Observers to CCAMLR, in early June each year.  The 
deadline for application is mid-September. The call includes 
details of the Scientific Committee’s priority topics and 
work pla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GSCSF is available from: 
science_scholarship@ccamlr.org.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Mechanism Strengthening fisheries associations and women’s access to 

productive tools (FAO regular programm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Strengthening loc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nd fisher 

associations relevant to fisheries governance for improved 
performance and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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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stakeholder participation, especially for small scale 
fisheries. Specific activities involve: (a) exper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fishers consultations (global level); (b) 
global case studies on capacity-building needs and 
assessments; (c) development of a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to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associations, 
women’s access to productive tools and to assist member 
countries to foster appropriate policies enabling fishers 
associations to operate effectively (subject to funding). 
 

Helsinki Commission – Balti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ssion (HELCOM) 
Mechanism Project on Reduction of the Eutrophication of the Baltic 

Sea Today (PRESTO) 
Recipient developing States States of the Baltic Sea region 
Form of assistance EU-funded project/Regional 
Area of assistance PRESTO aims at combating eutrophication by improving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with technical studies and 
concrete investments as well as by increasing human 
competence.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apacity-building, the 
project aims at increasing the competence of operating staff of 
the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plant designers and trainers 
of future wastewater engineers. This goal is being reached 
through a series of courses on modern waste water treatment 
and showcasing of practical examples of reconstruction 
projects in their different stages.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is the responsible partner for organizing the course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prestobalticsea.eu/. 
 

Mechanism Baltic2Black 2011-2013 
Recipient developing States States of the Baltic Sea and Black Sea regions 
Form of assistance EU-funded/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Baltic2Black is a three-year project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t aims to promo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delivery by the Black Sea Commission of 
integrated regional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ducts, with 
focus on nutrient pollution and eutrophic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existing best practices from other regions, in 
particular the Baltic Sea. The project is implemented jointly by 
the Black Sea Commission and the Helsinki Commission.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blacksea-
commission.org/_projects_Baltic2Black.asp and 
http://www.helcom.fi/projects/on_going/en_GB/Baltic2Black/. 
 

Mechanism Project on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Baltic 
Sea region (COHIBA) 

Recipient developing States States of the Baltic Sea region 
Form of assistance EU-funded/Regional 
Area of assistance One vital goal of the project is to build capacity an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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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in some countries of the Baltic Sea region by 
bridging the experiences from the experts and harmonising the 
understanding of hazard concepts into international level. 
Series of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sessions have been 
arranged for authorities and industrie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helcom.fi/projects/on_going/en_GB/cohiba/. 
 

Mechanism BALTHAZAR Project 2009-2012 
Recipient developing States Russia 
Form of assistance EU-funded/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Project focuses, inter alia, on capacity-building in 

monitoring and assessment, contributing to the harmonisation 
of the assessment methods in the whole Baltic Sea region in 
order to have comparable and reliable results for assessments 
and evaluation of sources for hazardous substances as well as 
nutrient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helcom.fi/projects/on_going/balthazar/en_GB/ 
BALTHAZA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Environment Laboratories (IAEA-NAEL)  
Mechanism IAEA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AQCS)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IAEA-NAEL has been assisting national and regional 

laboratory networks through the provision of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radionuclides, 
trace elements and organic compounds in marine samples 
since the nearly 1070s. IAEA-NAEL’s activities comprise 
training in analytical techniques and quality of measurement 
data, global inter-laboratory studies, regional proficiency tests, 
production and provision of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metrology in chemistry. One major task of IAEA-NAEL is the 
production of matrix reference and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from marine origin.34 
 

Mechanism IAEA Technical Cooperation (TC) Programm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IAEA-NAEL provides support to Member States capacity-

building through national, regional and interregional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and training programmes implemented in 
the framework of the IAEA Technical Cooperation (TC) 

                                                 
34 The IAEA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to laboratories world-wide to assist them in the quality of the results 
they obtain by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 list of reference materials distributed by the Agency, see 
http://nucleus.iaea.org/rpst/ReferenceProducts/Abou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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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Between 2009 and 2011, IAEA-NAEL has hosted 
and/or organized regional courses during which over 450 
participants were trained.  
 
Trainings involve hands-on field and laboratory work, lectures 
and e-learning. Training modules for courses of 15-40 
participants are available for sampling and basic analytical 
techniques,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and quality of 
measurement data, experimental tracer applications to 
ecosystem and environmental studies, pollution assessment, 
risk assessme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AEA TC Programme is available 
at: http://tc.iaea.org/tcweb/tcprogramme/default.asp.  
 

Mechanism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s (CRP)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s are developed by IAEA in 

relation to a well-defined research topic on which a certain 
number of institutions is invited to collaborate with the view 
of bringing together researchers from both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ddress issues of common interest.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crp.iaea.org/.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35 
Mechanism ICCAT Data Fund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Fund was created to be used for training in data collection 

and for supporting of scientific participation in data 
preparatory and stock assessment session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Research and Statistics (SCRS) by scientists 
from Parties with insufficient capacity to meet data collection, 
quality assurance and reporting obligations. Each year, the 
SCRS establishes general levels of funding for various 
activities during the upcoming year. In 2011, a protocol was 
adopted by the SCRS which will be followed by awarding 
funds. The Fund is open to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Contracting Parties. 
 

Mechanism ICCAT Meeting Participation Fund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Regional 

                                                 
35 While ICCAT funds are not specifically aimed at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socio-economic aspects, they are used, inter alia, to assist scientists through meeting 
participation, training courses, and workshops which enhance their ability and input into stock assessments of 
species under the ICCAT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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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f assistance The special Meeting Participation Fund (MPF) was established 
in 2011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representatives from 
those ICCAT Contracting Parties which are developing States 
to attend and/or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other subsidiary bodi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Mechanism ICES Training Programm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ICES has developed a Training Programme in response to the 

need for strengthening capacity-building for advice in the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working on human activities affecting 
marine ecosystems. In the first three years, fourteen courses 
have been offered on a wide diversity of skills, including stock 
assessment (introductory and advanced), ecosystem modelling, 
model building,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Bayesan 
inference, fisheries advice, trawl survey design and evaluation, 
and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 Nearly 400 students 
have attended ICES courses from over 30 countries.  
 
In 2012, the following courses will be offered: “Introduction 
to Bayesan Inference in Fishery Science”, 11-15 June 2012; 
“Analysis and visualisation of VMS and EU logbook data 
using the VMStools R package”, 25-29 June 2012; 
“Communicating Science and Advice”, 18-19 June 2012; 
“How to Lead an Effective Technical Meeting”, 20–21 June 
2012; “Stock assessment introduction”, 9-13 July 2012; 
“Opening the box: Stock Assessment and Fisheries advice for 
stakeholders, NGOs and policy makers”, 9-11 October 2012; 
Stock assessment” (advanced), 15-19 October 2012.  
Courses planned for 2013 are: “Joint ICES-ICCAT-JRC 
course on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incl. FLR);  
“AD Model Builder and Stock Assessment”; “Ecosystem 
Modelling for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Management 
to meet biodiversity conservation needs”; “Stock Assessment 
(introduction)”; “Trawl Survey Design and Evaluation”; 
“Approaches to the Integrated Assessment of Status and 
Trends in Marine Ecosystems”.  
Moreover, ICES Training Programme has currently the 
following training course under development: “Climate 
Impacts on Marine Ecosystems”.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ices.dk/iceswork/training/train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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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sation (IHO) 
Mechanism Capacity-building Work Programme (CBWP)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s of assistance Global/Regional 
Area of assistance Capacity-building within the IHO is organised on a regional 

basis through 15 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s (RHC) 
and the Hydrographic Commission on Antarctica. The CBWP 
includes all the activities scheduled for the IHO Capacity-
building Sub Committee for a determined period, including 
seminars, workshops, technical visits and any other actions 
directed to development purposes. The CBWP does not 
consider any individual proposal that is not presented through 
the corresponding RHC.  
 
Information on the types of capacity-building trainings 
provided by IHO is available at: http://www.iho.int/srv1/. 
 

Mechanism IHO Special Publication C-47 (2010), Training Courses in 
Hydrography and Nautical Cartography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Publication 
Area of assistance The publication provides a compilation of all the opportunities 

of training in the two disciplines that are offered by different 
institutions. The collection is made by country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s that provided by each institution.  
 
The publication can be downloaded at no cost from the IHO 
website: http://www.iho.int/iho_pubs/CB/C47E-SEPT09-
UPDATED-APRIL11.pdf.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chanism IOC Programme on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raining course for coastal/ocean management authorities o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s (environmental, 
socio-economic, governance) for marine assessments and 
ocean/coastal planning. A regional course is organized 
regularly (once a year). Travel/accommodation support is 
provided to participants.  
 
Contact: j.barbiere@unesco.org. 
 

Mechanism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IODE) – OceanTeacher Academy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s of assistance Global/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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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DE-OceanTeacher offers a range of training courses, all of 
them freely available on www.oceanteacher.org, and includes 
a wiki-style Digital Library. Sessions of the courses are 
recorded and the videos made available through Vimeo 
(http://vimeo.com/iode). Eligibility to attend a training course 
depends on the training activity focus. All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except for regional courses which may be 
organized in the local language (usually French or Spanish). 
Eligibility for sponsorship (either full or partial) depends on 
the applicant’s country’s development status and possibility of 
co-sponsorship by the candidate’s home organization; 
endorsement letter from the candidate’s home organization is 
mandatory in case of full sponsorship.  
 
Contacts: p.pissierssens@unesco.org and 
cdelgado.otiode@gmail.com. 
 

Mechanism ODIN – Ocean data and information networks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s of assistance Global/Regional 
Area of assistance ODIN networks have been established in Africa 

(ODINAFRICA), Caribbean and Latin America 
(ODINCARSA), Western Pacific (WESTPAC), Eastern 
Europe (ODINECET), Small Island states in the Pacific 
(ODINPIMRIS), Black sea region (ODINBlackSea). The 
projects are self-driven by participating countries. Some focus 
on ocean data management as well as information (library) 
management, whereas others just focus on library 
management. Eligibility is limited to participating Member 
States.  
 
ODINAFRICA: www.odinafrica.org  
ODINBLACKSEA: www.odinblacksea.org  
ODINCARSA: www.odincarsa.org  
ODINECET: http://odinecet.iode.org/ 
ODINWESTPAC: www.odinwestpac.org  
ODINPIMRIS: www.pimrisportal.org  
 
Contact: p.pissierssens@unesco.org 

Mechanism IOC Identification Qualification in Harmful Marine 
Microalgae (University of Copenhage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Global 
Area of assistanc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marine phytoplankton and 

harmful algal events. Short term (four weeks) training includes 
e-learning (Ocean Teacher) and examination for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ioc-unesco.org/hab/. 
 



 

 43 

 

Mechanism Caribbean Marine Atlas (CMA)  
Recipient developing States Barbados, Cuba,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aint 

Lucia, Trinidad and Tobago, and Turks and Caicos Islands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purpose of the CMA is to identify, collect and organize 

available geo-spatial datasets into an atlas of environmental 
themes for the Caribbean region as a support servic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marine and coastal areas in the region.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caribbeanmarineatlas.net/.  
 
Contacts: p.pissierssens@unesco.org and 
rroach@coast.gov.bb. 
 

Mechanism People for Ecosystem-based Governance in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 and coast (PEGASO) 
Project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s of assistance EU-funded/Regional 
Area of assistance UNESCO/IOC is one of the 24 partners involved. PEGASO 

aims, inter alia, at refining and further developing efficient and 
easy-to-use tools for making sustainability assessments in the 
coastal zone (indicators, accounting methods, models and 
scenarios), which will be tested and validated in a multi-scale 
approach for integrated regional assessment through a number 
of pilot sites in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Black Sea.  
 
PEGASO also aims at implementing 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following the INSPIRE Directive, to 
organize and standardize spatial data to support information 
sharing on an interactive visor, to make it available to an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CZM) Platform, and to 
disseminate all results of the project to the end users and 
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pegasoproject.eu/.  
 
PEGASO Project’s Coordinator is Universidad Autonoma de 
Barcelona. Contact: francoise.breton@uab.ca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chanism OECD (2012), Greening Development: Enhancing 

Capac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Recipient developing States All 
Form of assistance Publication 
Area of assistance The publication outlines steps to be considered whe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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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for green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budgetary processes and key economic sector strategies. It 
identifies the key actors to be engag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utlines possible capacity needs and suggests how 
these can be addressed. The policy guidance provided in the 
publication is intend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move to a greener development path. It is also 
intended to assis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vironment 
agencies in their efforts to support that process.  
 
The publication can be downloaded at no cost at: 
http://www.oecd-ilibrary.org/books. 
 

 
III. Regional organiz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echanism Regional project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coast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States of the region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The regional project has been jointly developed with the 

University of Cantabria, Spain, and the Government of 
Spa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revealed in six 
documents, the first of which is available in Spanish at 
http://www.cepal.org/publicaciones/xml/2/45542/W.447.pdf, 
and the remaining documents will be published during 2012, 
including a website with a database. 
 
In 2011, a regional workshop was organized and attended by 
national officers of the Iberoamerican Network of Offices of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experts, who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of assessment and the use of 
databases to identify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on the coast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or 2012, another workshop will be offered on 
the same subject matter. The development of a case study in 
one country of the region is under considerat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Mechanism ReefFix: An ICZM Coral Reef Restoration, Watershed 

Management and Capacity Building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Caribbean 

Recipient developing Stat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f the Caribbean region 
Form of assistance Regional 
Area of assistance ReefFix,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Chile, is an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Coral Reef and 
Mangrove Restoration and Watershed Management 
Demonstration program that works with Small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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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States to restore and effectively manage coastal 
resources. ReefFix aims at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the region’s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through restoration demonst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efFix methodology has already been applied to 
nine case study sites in the Caribbean and followed up by a 
workshop.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oas.org/dsd/IABIN/Component1/ReefFix/Ree 
fFi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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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V 
 

 
Agenda 

 
1. Opening of the meeting.  
 
2. Adoption of the agenda. 
 
3. Organization of work. 
 
4. Report of the Bureau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5. Workshops in support of the first phase of the first cycle of the Regular Process. 
 
6. Consideration of the Revised possible outline for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7. Consideration of the Draft terms of reference and working methods for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8. Process of preparing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of the Regular 
Process. 
 
9. Communication requirements and data and information management of the Regular 
Process. 
 
10. Consideration of the preliminary inventory of existing opportunities and 
arrangements for capacity-building for assessments. 
 
11. Adoption of recommendations to the sixty-sev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12. Other matters. 
 
13. Closur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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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북대서양․발틱해․지중해․

흑해지역 워크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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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30 November 2012 

Draft Guidance for Contributors 
 

I.  Introduction 
1 .  This document sets out working arrangements and guidance for those contributing to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under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the 
“Regular Process”) –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2 .  World Ocean Assessment I will be the product of cooperation among a large number of 
experts in many different fields in various different roles.  The major challenge is to produce 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 bringing together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teams of 
experts will prepare draft chapters (and, where necessary, supporting working papers).   

3 .  The guidance is intended for: 

(a)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established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7 A (the “Group of Experts”); 

(b) Members of the Pool of Experts appointed to assist the Group of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31 (“the “Pool of Experts”); and 

(c) Peer-reviewers who are invited under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Bureau of the Ad 
Hoc Group of the Whole, to review the draft World Ocean Assessment I. 

4. Members of these groups are referred to collectively as “contributors”. 

II. Status of contributors 
5. When contributing to the preparation of World Ocean Assessment I,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act in their personal capacity as independent experts, and not as representatives of any 
Government or any other authority or organization.  They should neither seek nor accept 
instructions from outside the Regular Process regarding their work on the preparation of World 
Ocean Assessment I, although they are free to consult widely with other experts and with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ensure that their contributions are credible, legitimate and relevant.  
Contributors are also expected to disclose to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any conflicts of 
interest, or the possibility of any perception of a conflict of interest, both before they accept their 
appointment and after appointment, when any potential conflict may arise and to confirm on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their commitment to do so. 

6.  The input of contributors will fundamental to the success of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will be fully acknowledged in the text.  Accordingly, the names of the members of the writing 
team for each chapter will be shown prominently at the head of each chapter.  Those involved in 
writing Working Papers will be acknowledged in the same way.  Each chapter and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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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capable of being cited separately.  Appropriate acknowledgements will likewise be made 
for the work of commentators and peer reviewers. 

III.  Structure of the Regular Process 
7. The Regular Process is an intergovernmental process, accountable to the General Assembly 
and guided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is overseen and guided by an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f the General Assembly,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he framework of the Regular Process consists of: (a) the overall objective, 
(b) a description of its scope, (c) a set of principles to guide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d) 
best practices identified by the Group of Experts. These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Regular 
Process.  Capacity-building is essential for the implementation, and is an integral part, of the 
Regular Process at all stages of its implementation.1  Without detracting from the other principles 
which the General Assembly has endorsed, the allocation of tasks to members of the pool of 
experts must reflect the principle of adherence to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in all 
activities of the Regular Process, and have due regard to a desirable balance between the genders. 

8. A Group of Experts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general task of carrying out assessments 
under the Regular Process.  It consists of up to 25 experts – five appointed by each of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General Assembly (Africa, Asia and the Pacific,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Western Europe and Other).  A Pool of Experts is appointed by 
States, through the regional groups in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pport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The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 th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has been designated as the secretariat of the Regular Process.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other competent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s appropriate, have been asked to provide scientific and technical support.2 

IV. Tasks to be undertaken and who will do them 

(a)  General outline of work to produce World Ocean Assessment I 
9. The framework for the tasks to deliver World Ocean Assessment I is established by the 
Terms of Reference and Methods of Work for the Group of Experts adopted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n 27 April 2012 and subsequently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in this framework, this guidance provides more detail on how the tasks will be 
achieved. 

10. As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imetable for World Ocean Assessment I3 shows, there are 
five main tasks foreseen for contributors to its production: 

(a) Producing working papers to serve as a basis for the chapters identified in the Outline 
for World Ocean Assessment I.4  (Depending on the chapter, in some cases, existing 
assessments may well provide sufficient material to cover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71, paragraph 177, endorsing A/64/347, annex,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7 A, 

paragraphs 200-203.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7 A, paragraphs 200 and 209-211,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31, paragraph 

202. 
3  On the website of the Division of Ocean Affairs (http://www.un.org/Depts/los/global_reporting/A6787AnnexIV.pdf) and on 

the website of World Ocean Assessment I. 
4  See A/67/87, anne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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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pter, thus saving the work of preparing a specific working paper; in other cases, 
several working papers will be needed, covering either different aspects, or different 
regions, or both); 

(b) Writing draft chapters of World Ocean Assessment I; 

(c) Producing a draft of World Ocean Assessment I; 

(d) Carrying out a review by independent peer-reviewers of the draft of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receiving comments from States on it;5 and  

(e) Finalizing the text of World Ocean Assessment I. 

The flow-chart at Annex A shows in more detail how these tasks are divided between the various 
parts of the Regular Process 

11. When the Group of Experts has finalized the text of World Ocean Assessment I, it will be 
submitted, with the approval of the Bureau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the 
“Bureau”), for consideration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and for final approval by 
the General Assembly.  A note showing the comments received from States and the way in which 
they have been treated will also be submitted to the Bureau.  

(b)  Tasks of the Group of Experts 
12. The Group of Experts will be responsible collectively for: 

(a) Selecting,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a) the writing teams for the working papers that are needed to support the various 
chapters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b) the writing teams for the various chapters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c) panels of commentators to comment on initial draft working papers and initial 
draft chapters.   

The Group of Experts will ensure that the members of the writing teams and the panels 
of commentators have adequate qualifications and represent an equitable geographic 
and gender distribution; 

(b) Agreeing the structures proposed by the Lead Members for chapters, including the 
working papers to be produced and the existing assessments identified as capable of 
being used instead of working papers;  

(c) Reviewing the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produced by the writing teams, 
together with any existing assessments identified as relevant.  In the light of their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papers and the existing assessments identified as relevant, 
the Group of Experts may issue guidance on the writing of the draft chapters, in order 
to ensure, for example, that important interrelationships are covered in one chapter 
rather than another and that different draft chapters are coherent one with another; 

(d) Agreeing the text of the draft of World Ocean Assessment I;  
                                                 
5  In future assessments, with less time constraints, there may be advantage in separating this task into two, and carrying out 

the independent peer-review and the review by States sequ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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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oposing arrangements for peer-review to the Bureau; and  

(f) In the light of comments from States and the peer-reviewers, finalizing the text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c)  Tasks for Lead Members 
13. In order to ensure that there is a person clearly identifiable a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preparation of each chapter follows this Guidance and otherwise achieves the necessary high 
standards, the Group of Experts will designate one of its members as the Lead Member for each 
chapter in the Outline for World Ocean Assessment I (except those summarizing Parts of the 
Assessment, where paragraph 17 makes parallel arrangements).  Other members may also be 
designated as Co-Lead Members where the complexity of the chapter justifies that.  Members may 
also be designated to take the lead on groups of chapte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are properly 
coordinated.  The designation of Lead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of its Bureau.  The Lead Member will have overall responsibility, 
with any Co-Lead Memb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roup of Experts as a whole, for the 
progress of the chapter.  Where the Lead Member is not expert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hapter, 
a separat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will be designated.  This may also be done where the 
Group of Experts considers that a member of the Pool of Experts is particularly well qualified to 
act a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The Lead Member in particular will: 

(a) Present to the Group of Experts, for approval, a proposed writing team for each chapter 
(including any working paper in support of the chapter), together with a panel of 
commentators, drawn from the Pool of Experts, for those chapters where this seems 
appropriate. The membership of the proposed team will be worked out by the proposed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and the Lead Member. Where appropriate, more than one 
panel of commentators may be established for a single chapter to review different 
aspects.  The designations of the writing teams and panels of commentators will be 
subject to the further approval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b) Present to the Group of Experts a structure for the chapter developed by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 Member, taking into account any 
conclusions of the Group of Experts on the overall structure of World Ocean 
Assessment I, together with the subjects for the working papers to be prepared as a 
basis for writing the chapter; 

(c) Review all material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 produced by the writing team 
for the chapter, the comments from any panel of commentators and the way in which 
those comments are proposed to be reflected by the writing team, in order to ensure that 
the data and information used is the best available and that interpretations and 
conclusions are sound and well-supported. (Where the Lead Member is also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this task will be done as part of the work of writing); 

(d) Present versions of the working papers and the draft chapter developed by the writing 
team to the Group of Experts for agreement for them to go forward to the next stage; 

(e) Present to the Group of Experts, for approval, with the help of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if a separat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is appointed), for approval by 
the Bureau, a list of experts to serve as peer-reviewers of the draft World Ocean 
Assessment I in respect of the chapter for which they are Lead Member;  

(f) Ensure that the  writing team has considered carefully comments from States and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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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s on the relevant chapter of the draft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has made 
appropriate adjustments to the text and that explanations are recorded of how each 
comment has been reflected in the final version; and 

(g) Arrange that the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 in the latest approved versions, are 
loaded at the various stages onto the public part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14. The purpose of the collaboration of the Lead Member and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where these are separate people, is to ensure the integration, consistency and quality of the various 
chapters of World Ocean Assessment I, and to make sure that this Guidance is followed.  It is not 
to “second-guess” the writing team.    

15. In order to help deliver the coll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Group of Experts in cases when 
the Lead Member is also designated a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for a chapter, the Group of 
Experts will designate another of its members to review the material for that chapter produced and 
to act jointly with the Lead Member in the tasks at 13(e), (f) and (g). 

(d)  Tasks for writing teams and their convenors 
16. A separat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will be designated for each chapter where no 
member of the Group of Experts has relevant expertise, or where a member of the Pool of Experts 
appears to be particularly well qualified for this work.   Initially, proposed convenors of the writing 
team will be identified by the Group of Experts, applying the principles for the Regular Proces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When suitable members for the team have been identified, the 
Group of Experts will submit the names for approval by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or its Bureau. 

17.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for a chapter will have general responsibility for writing of 
the chapter and overseeing preparation of the supporting working papers.  In particular, the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will: 

(a) Develop the structure of the chapter,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necessary 
supporting working papers,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 Member (if separate) for the 
approval of the Group of Experts; 

(b) Identify other candidate members of the writing team and commentators for the chapter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 Member (if separate); 

(c) Agree the division of work in preparing, and revising, the working papers and the draft 
chapter with other members of the writing teams for the chapter and subsidiary working 
papers, and ensure that the team as a whole delivers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d) Identify existing assessments relevant to the chapter whi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World Ocean Assessment I; 

(e) Ensure that working papers and the draft chapter reflect the guidance in this document 
and other conclusions of the Group of Experts, that they a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and that the conclusions in them are sound and well-supported; 

(f) Where a panel of commentators is designated, ensure that comments from the 
commentators are considered by the writing team, that appropriate adjustments are 
made to the drafts in the light of those comments and that explanations are recorded of 
the response made to each comment in the manner described in paragraph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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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evelop,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 Member, versions of the working papers and 
the draft chapter for submission to the Group of Experts for agreement for them to go 
forward to the next stage; and 

(g) Help the Lead Member to propose peer reviewers and to consider the comments of 
States and peer-reviewers on the relevant chapter of the draft World Ocean Assessment 
I, enlisting the help of other members of the writing team where appropriate. 

18. Where the agreed structure for a chapter indicates that there should be several working 
papers, one or more members of the Group of Experts and the Pool of Experts may be designated 
to prepare each working paper.  Where more than one person is so designated, one of them will be 
designated to coordinate the preparation of the working paper, in liaison with the Lead Member 
and convenor of the writing team as necessary.  All these designations wi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ureau in the same way as the designations of writing teams for chapters. 

19. All members of the writing team for each chapter, and all those persons designated to 
prepare working papers, are expect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overall balance of the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 and to ensure that, as far as they are able, the working papers and chapter 
a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and that conclusions in them are sound and 
well-supported.  If any member of a writing team for a chapter does not agree with the version of 
that chapter finally approved by the Group of Experts as part of the finalized World Ocean 
Assessment I, he or she is entitled to have a footnote inserted recording briefly his/her 
disagreement and the reasons for it. 

20. For the chapters summarizing the various Parts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the 
coordinators of the Group of Experts will arrange, in collaboration with the Lead Members and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for those chapters, for the production of the initial drafts, on the 
basis of the draft chapters as reviewed by the Group of Experts, by one or more of the Lead 
Members or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of the relevant chapters and/or the coordinators.  Where 
appropriate, the coordinators will also take such initiatives as seem needed to enable other tasks to 
be completed effective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e)  Reviewing tasks 
21. Where a panel of commentators is designated for any chapter, working papers and the draft 
chapter will be reviewed by that panel, and appropriate adjustments made by the writing team in 
the light of the panel’s comments, before being posted on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22. Commentators are expected to help the writing team by:  

(a) Where appropriate, contributing additional information and/or data; 

(b) Reviewing the draft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from the point of view of overall 
balance; and 

(c) Considering both whether the best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has been used, and 
whether the conclusions are sound and well-supported.   

Commentators are expected to record their comments in the manner described in paragraph 61 and 
to submit them in good time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Writing teams are expected to 
indicate in a document for publication on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how they have 
responded to each comment from the commentators. 

23. Peer-reviewers, acting in a totally independent capacity as experts, are likewise expected to 
review the relevant chapter of the draft World Ocean Assessment I from the point of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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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balance and to consider both whether the best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has been used, 
and whether the conclusions are sound and well-supported.  They also are expected to record their 
comments in the manner described in paragraph 61 and to submit them in good time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The Group of Experts will prepare documents showing the responses to the 
comments of States and, separately, peer-reviewers.  The former will be submitted to the Bureau, 
and both will be published on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V. Context of the Regular Process 
24. Contributors will have an expertise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aspect of the Regular Process, 
but they should nevertheless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broad context of the Regular Process.  
As a minimum, they should be aware of the contents of: 

(a) The report of the Assessment of Assessments;6 and 

(b) Other background material prepared by the Group of Experts to accompany invitations 
to serve a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members of writing teams, commentators or 
peer reviewers. 

25. In addition, the review by the InterAcademy Council7 of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contains useful background to issues that 
arise in preparing assessments on a global scale. 

VI. Identifying existing assessments 
26. The Assessment of Assessments report showed the scale of the existing activity in assessing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assessments considered in that exercise are identified in 
the Global and Regional Assessments of the Marine Environment Database (GRAMED) 
maintained by th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http://www.unep-wcmc.org/gramed).  It is expected that contributors will take the 
relevant parts of all these assessments into account in preparing material for World Ocean 
Assessment I.  Where one of these assessments has been overtaken by a more recent assessment,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arrange, where resources permit, for the GRAMED entry to be updated 
accordingly.   

27. There will also be other assessments that have not yet been entered into the GRAMED, but 
which will be relevant to issues identified in the Outline for World Ocean Assessment I.  
Contributors are invited to identify such assessments for inclusion in GRAMED.  Such notific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re the assessment is 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be usable directly 
as a basis for a draft chapter, thus avoiding the writing of a special working paper on the issue. 
This applies also where the assessment is at a regional level, since such an assessment may serve in 
place of a working paper in relation to that region. 

28. The aim is to ensure, as far as feasible, that a single portal (GRAMED), will enable those 
interested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n which World Ocean Assessment I is based, and help them 

                                                 
6  UNEP and IOC-UNESCO, An Assessment of Assessments, Findings of the Group of Experts Pursuant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30. Start-up phase of the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Socioeconomic aspects,  UNEP and IOC/UNESCO, Progress Press, Malta. 
Available on-line at: http://www.unga-regular-process.org. 

7  InterAcademy Council, Climate change assessments- Review of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of the IPCC (the Shapiro 
Report), Alkmaar, the Netherlands, 2010 (available on-line at 
http://reviewipcc.interacademycouncil.net/report/Climate%20Change%20Assessments,%20Review%20of%20the%20Proce
sses%20&%20Procedures%20of%20the%20IPC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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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cess it. 

VII. Information 
29. The aim is to make all information on which World Ocean Assessment I is based accessible 
so that its conclusions can be checked.  Contributors should therefore, in general, base their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Nevertheless, where 
significant information is not yet publicly available, contributors are free to use it, but should take 
such steps as are possible to enable the information to be accessed.  If practicable, such steps 
should include making it available to those who peer-review a chapter, and saving a copy (or the 
means of accessing it on the internet) in the restricted part of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to be made available on request when World Ocean Assessment I is presented.  Where this 
is not practicable, the problem should be drawn to the attention of the Group of Experts, so that 
they can consider how the matter should be treated. 

30. Where a draft chapter draws on a working paper, it will be sufficient to refer to the working 
paper without giving further references. 

31. The objectives are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used receives critical evaluation, that its 
use is open and transparent, and that all references used in the reports are, as far as possible, easily 
accessible.  Citation of peer-reviewed information is therefore to be preferred where it is available 
(noting that in addition to primary journal articles, many documents in the secondary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have undergone peer review prior to their publication or release).  Although not 
perfect, the peer-review process ensures that the study being considered has had the benefit of 
independent scrutiny and quality control before it is used in the assessment.  In some instances, the 
use of non-peer-reviewed sources is acceptable. However, all contributors are responsible for 
critically assessing such sources, and reviewing their quality and validity before incorporating them 
into a working paper or draft chapter. Where a publication is referred to, but is neither peer-
reviewed nor an official statistical publication, it should be identified as such, so that the Group of 
Experts can consider whether its use would adversely affect the quality of World Ocean 
Assessment I.   

32. Where information is lacking in any ocean area in relation to any issue, the gap must be 
identified and its impact on the conclusions clearly expressed.  The degree of urgency for 
addressing this gap in future assessments should be stated.  Extrapolation based on broad or 
complex modelling is discouraged, and must be justified by good reasons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VIII. World and regions 
33. The prime audiences for World Ocean Assessment I are the policy makers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focus of both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must therefore be 
to provide an assessment which will be useful to such policy makers.  The aim is not to second-
guess regional assessments, but to put regional problems and challenges into context – showing 
which are common to many or most regions, and which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to a few 
regions or just one region.  World Ocean Assessment I is to be prepared on the basis of existing 
regional and subregional assessments.  It will therefore be important for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aggregating material to the global level and providing 
detail abou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e final assessment must give a balanced view of the 
world’s oceans as a whole, and not focus on regions with a lot of information. 

34. Working papers may concentrate on one area of the world or cover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s oceans and seas.  Working papers may therefore need to contain much information.  
The draft chapters, however, must be clear and concise.  Working papers will need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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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ist the drafters of the chapters to achieve these aims. Maps, tables and charts will often allow 
a lot of information about different regions or aspects to be presented concisely.  When appropriate, 
the text should highlight the most significant points, rather than discussing every region or aspect in 
turn.   

VII. Risk 
35. “Risk” can be formally defined as the product of the likelihood of an event and the 
seriousness of the event if it were to occur. World Ocean Assessment I will have to include 
evaluation of risks, and will have to be written in the context of those risks. In all assessments, 
when a risk is being described, both the likelihood and the potential severity of each consequence 
should be made as clear as possible.  Where “potential severity” is actually a range of possible 
outcomes, “worst case” scenarios should b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other potential outcomes of 
similar or possibly higher likelihood. 

36. There are several ways that risk can enter into decision-making. One is the risk that some 
pressure, either a natural event or a human activity, will have some undesirable consequence if it is 
not managed or mitigated effectively. Another is the risk that such management or mitigation could 
have its own undesirable impacts on some other ecosystem feature or benefit.  Assessments should 
always consider both these aspects of risk. 

37. The details of how this will be done should be case-specific, as there are many tools for 
quantifying and communicating risk.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method of reporting risk 
depends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ata and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38. Given that the aim of World Ocean Assessment I is to integrate information on diverse 
pressures and ecosystem properties globally and supra-regionally, it is expected to have to 
accommodate a wide range in data quality and quantity, and in knowledge of relationships and 
impacts.  Hence there will be no single best approach to risk quantification and communication. 

IX.  Integration 
(a)  What is meant by “integrated assessment”? 
39.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the Regular Process, it has always been 
stressed that the assessments under the Regular Process would be “integrated”.  No formal 
definition of “integrated assessment” was, however, developed.   

40. To clarify this fundamental aspect, the Assessment of Assessments reviewed and evaluated 
how “integrated assessment” had been interpreted in various cases.  Chapter 2 of the Assessment of 
Assessments8 summarizes the conclusions of this evaluation.  The term “integrated assessment” has 
been used in three quite different contexts: 

(a) Across ecosystem components and processes (“physics to fish” assessments): here, 
ocean processes and ecological relationships are used to assess not just the status and 
trends of individual ecosystem components, but how changes in some components or 
processes have led to changes in others. These assessments can take into account many 
factors, but often do not include human activities that may be drivers of change, and 
rarely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ecological changes, except in 
concluding narrative discussions; 

                                                 
8  UNEP and IOC-UNESCO, An Assessment of Assessments, pages 40 - 48  (For publication details, see 

foot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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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ross sectors (“cumulative effects” or “integrated management” assessments): here 
the assessments try to quantify how impacts of multiple human uses and activities 
(sometimes combined with natural ecological drivers) have led to changes in status and 
trends of ecosystem components and processes (“ecosystem features”).   These 
assessments may look at a single ecosystem feature as it is affected by (or is needed to 
support) several sectors of human activities, or at multiple ecosystem features.  They 
may or may not be indicator-based, and if they assess the cumulative or aggregate 
impacts of multiple industry sectors on several ecosystem properties, they may or may 
not assess how the ecosystem features themselves interact.  DPSIR9 frameworks are 
often, but not always, used for such assessments; and 

(c) Acros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s): here the assessments try to quantify how the status or trends in ecological 
properties are linked to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the ecosystem, 
and/or how pursuit of various social or economic objectives (explicit or implicit) are 
affecting important ecosystem components.   This type of assessment is making 
increasing use of quantification (or at least indices) of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market and non-market valuation methods of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41. The Assessments of Assessments was clear that the Regular Process should aim for “fully 
integrated assessments” – a phrase that includes all three contexts of integratio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s endorsed10 the recommendat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11 that integration should be a central feature of the Regular Process.  Discussion in the 
Ad Hoc Working Group of the Whole stressed that the value added by the Regular Process will not 
lie in comprehensive reporting on the status and trends of individual ecosystem features or human 
uses of the oceans, but in how well the status and trends reported in other assessments are 
integrated in World Ocean Assessment I from the point of view of sustainable use and development.  
The central role fo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tegration was also reaffirmed at the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2 (“Rio+20”).12  

(b)  How will we achieve this integration?  
42. A fully integrated assessment is a massive undertaking.  It is not possible to do it in a 
largely quantitative, analytical way in World Ocean Assessment I.  Neither is it possible to build all 
the chapters and subsections as separate pieces, and bring them all together in the final Part of the 
entire document.  The focus of World Ocean Assessment I will be on establishing a baseline.  
Integration will have to be built incrementally.  Part IV (Assessment of Cross Cutting Issue: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may be able to achieve this sooner because of the greater amount of 
information (much of it quantitative) available o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Separate specific strategies will, however, be needed for both Part V 
(Assessment of Other Human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and Part VI (Assessment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Habitats).   

(c)  Strategy for Integration in Part V (Assessment of Other Human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43. The approved Outline for World Ocean Assessment I13 provides for each chapter of Part V 
                                                 
9  Frameworks based upon an analysis of Drivers – Pressures – States – Impacts – Responses. 
1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71, paragraph 177. 
11  UN document A/64/347, annex. 
12  UN document A/CONF.216/L.1A/66/L.56, annex,, para 158.  
13  UN document A/67/87, annex II.  A, available in a consistently numbered form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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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 of points that are to be addressed.  These points are not, however, intended to give a structure 
for the chapter, since they vary from chapter to chapter. Each chapter also includes a standard point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ithout guidance on how it should be 
addressed, but making clear that policy analysis is not intended. 

44. The following guidance on a common structure for chapters in Part V should therefore be 
followed.  Each chapter should generally consist of the following seven subsections: 

(a) The nature and magnitude of the human activity:  This subsection should aim to 
explain how the activity interacts with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and 
should thus capture many of the points given for the chapter in the Outline. It should 
also consider what are the drivers of the activity (that is, the factors that determine its 
nature and magnitude).  This subsection should also contain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state and trends in the magnitude of the activity/activities. 
“Magnitude”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the physical scale of the activity (by 
whatever measure is appropriate), but also how large a sea area is affected by the 
activity, the type and features of the marine environment affected and the timescale 
(ongoing, seasonal, sporadic) over which the activity takes place. For some chapters, 
the generic activity which is the theme of the chapter is composed of a variety of 
different species of the activity (for example, “shipping” covers inter-continental cargo 
shipping, shorter-run cargo shipping, passenger cruising and passenger and cargo 
ferries). The nature and magnitude of each of these specific activities should be 
described separately. Where there are different stages in the activity with different 
effects (for exampl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ffshore hydrocarbon industries), 
they too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as far as possible.  Whenever available, 
management reference points14 should be included in reporting state and trends.  
Comparisons between regions should be provided where they are necessary for 
interpreting overall trends, or where they show major differences in nature or 
magnitude between regions;   

(b)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human activities: this subsection should describe the 
nature, scale and trends of turnover, economic benefits and disbenefits and other 
socioeconomic results of the activity.  Where possible, economic benefits should be 
quantified.  Also where possible, the numbers of people, or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engaged in the activity should be provided.  Where the description of the 
activity under subsection (a) is subdivided, a similar subdivision should be used in this 
subsection.  Comparisons between regions should be provided where they are 
necessary for interpreting overall trends, or where they show major differences in 
nature or scale between regions; 

 (c) Pathways from the human activity to its environmental impacts:  this subsection 
should describe the nature of the pressures generated by the activity, and the ecosystem 
components or processes likely to be impacted by such pressures should be identified 
(often referred to as “pathways of effects” analysis).   The pathways are likely to be 
generic, describing the same pattern of pathways in all parts of the world.  However, 
there may be regional contrasts in which pathways are likely to be significant. (Some 
ecosystem components or processes readily affected by an activity may not be present 

                                                                                                                                                                 

http://www.un.org/Depts/los/global_reporting/Final%20Outline%20First%20Global%20Integrated%20Marine%20Assessm
ent.pdf.  

14  That is, points, levels or directions established as a basis for evaluating management outcomes.  They can refer either to a 
situation to be aimed at, a situation to be avoided, or what has been achieved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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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regions, or other regional circumstances may magnify or diminish effects).  
This subsection should also characterize the types of indicators likely to be informative 
about ecosystem impacts of the activity.  It should not, however, specify which 
indicators should be used in any regional reporting.  Where the description of the 
activity under subsection (a) is subdivided, this subsection should also reflect that 
subdivision if the pathways are different; 

(d) Major ecosystem impacts: this subsection should aim to quantify, or otherwise describe, 
the scale of, and trends in, the major ecosystem impacts through the pathways 
identified in subsection (c).   The scale of the impacts should be described both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impact relative to the extent of the vulnerable ecosystem feature(s) 
affected, and to the degree of disturbance from the impact of those ecosystem features.   
Where appropriate, regional comparisons should be made and hot spots identified.  
Where management reference points have been set, the description should relate to 
these points.  If the description of pathways in subsection (c) is subdivided and there is 
no cross-linkage between the effects, then it may be clearer in some cases to link the 
descriptions in this subsection directly to the subdivisions of subsection (c), in order to 
help avoid repetition; 

(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trends:  this subsection should 
describe the extent to which there are parallels between the trends in environmental 
impacts, trends in levels of the activity and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activity.  
Where the description in subsection (a) is subdivided, this division should be reflected 
in this subsec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ases where the assessments 
being used as the basis for the chapter described causal linkages between the activity 
and environmental trends.  Regional comparison will often be necessary for meaningful 
integration of trends;  

(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s:  this subsection should discuss what 
factors (environmental, socioeconomic, management approaches, etc) may underlie any 
differences in the trends and their linkages noted in subsection (e); and 

(g) Capacity building gaps:  this subsection should identify gaps in the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both to engage in the activity (where this is noted in the Outline) 
and also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activity.  In 
relation to the first iss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xtent to which the activity in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is carried on by local undertakings in 
comparison with the situation elsewhere, to the reasons for any differences and to the 
extent to which any such reasons relate to training and education.  In relation to 
assessment capacit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cale of current monitoring and 
assessment both in absolute and relative te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and their populations, and to the 
availability of institutions suitable for carrying out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d)  Strategy for integration in Part VI (Assessment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Habitats)  
45. Part V (Assessment of Human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will contribute to 
integration by illustrating how achiev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use of the oceans (or, 
where the information exists, how use of ocean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may affect the parts 
of marine ecosystems specifically chosen as potentially vulnerable to the activity assessed in each 
chapter. This is valuable for looking at targeted impacts, but it is incomplete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status and trends of marine ecosystems overall.  The sector-by-sector approach of Par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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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oth over-estimate and under-estimate the impacts of human uses on the seas.    The approach 
may overestimate impacts by focusing on biased sets of ecosystem features and, where available, 
indicators, specifically chosen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vulnerable to the uses being 
assessed in Part V. The approach may under-estimate impacts by missing or under-valuing the 
aggregate and cumulative impacts on ecosystems affected by multiple uses at once. The balance of 
these two factors is unknow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The overview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assessment (chapters 34 – 36) in Part VI (A) will set the framework for more 
holistic and representative views of the status and trends of ecosystems, species and habitats 
singled out for attention in Part VI (B) (chapters 37-42), and thus provide the basis for the synthesis 
and integration in Chapter 43 (Significant environmental, economic and/or social aspects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 and habitats). 

46.  Given the time constraints for completing World Ocean Assessment I, it may be necessary 
to start work on Part VI (B) before work is complete on Part VI (A).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for the Lead Members and the convenors of the writing teams identified for the chapters in these 
two sections to work together in establishing the structures of those chapters under paragraphs 12(b) 
and 13(a) above.  In doing so,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 titles of chapters 37 – 42 are indicative only.  In developing the structures of these 
chapters, there is flexibility to adjust the division of chapters to organize th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n particular, where a taxonomic group ranges across 
more than one of the types of sea-floor habitat listed in chapter 36, it will be desirable 
to bring together all aspects relating to that taxonomic group; 

(b) the structure of chapter 36 should be so organised that it identifies the elements that 
will need to be developed for chapters 37 – 42.  This implies that the structures for 
chapters 37 – 42 will need to be developed in parallel with those for chapter 36 and its 
subsections; and 

(c) the structure of all the chapters 36 – 42 will need to identify the major features of 
biological diversity which are sufficiently well documented that they can be used to 
support comment on status and trends and, where possible, to link to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major human uses of the ocean. 

47. The initial structures that are thus jointly developed may be amended as the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of Part VI (A) and Part VI (B) are develop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riting 
teams cover all crucial issues.  

X.  Characterizing and communicating uncertainty 
48. Some of the conclusions of World Ocean Assessment I may be controversial.  As such, they 
will be subject to intense scrutiny by stakeholders.  However, all parts of the report must be as 
accurate as possible since an error in any part can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report.  To 
this end, contributors must exercise caution and discipline in describing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any statements made in their chapters. 

49. Uncertainty is characterized and communicated by describing how much is known about a 
topic (i.e., the quality and nature of the evidence available), and the probability that a particular 
event will occur.  Each conclusion of World Ocean Assessment I will need to be accompanied by a 
judgement of its uncertainty.  There are several different ways to express uncertainty: 

(a) Likelihood (e.g., “extremely likely” might indicate a greater-than-95 per cent 
probability that a particular event will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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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fidence (e.g., “high confidence” might indicate an 8 out of 10 chance of being 
correct); and 

(c) Level-of-understanding (described in terms of the amount of evidence available and the 
degree of agreement within the evidence). 

50. The level-of-understanding scale is a convenient way of communicating the nature, number, 
and quality of studies on a particular topic, as well as the level of agreement among studies.  This 
scale can be supplemented by quantitative likelihood or confidence measures, if such are deemed to 
be needed and appropriate. 

51. Contributors should avoid reporting conclusions with high levels of confidence for which 
there is little evidence, and should always seek clarity when making definitive statements.  All 
conclusions should withstand scrutiny and be supported sufficiently by the available information 
cited in the assessment.  To this end, contributors should use standard terms to qualify the level of 
confidence and risk.  The Group of Experts will agree a glossary of such standard terms. 

52. Contributors are encouraged to make statements about the likelihood of an outcome or 
event as explicit as possible, but must ensure that the methods that they use for estimating or 
otherwise evaluating probabilities or likelihood (expert judgement, analysis of data, modelling) are 
appropriate to the quantity, quality and nature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XI.  Handling the full range of views 
53. An assessment is intended to arrive at a judgment of a topic.  Although all reasonable points 
of view should be considered, they need not be given equal weight or even described fully in a 
working paper or draft chapter. What alternative viewpoints warrant mention is a matter of 
professional judgment. Therefore, convenors of the writing teams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which viewpoints will be discussed in the process. 

54. Involving contributors with diverse viewpoints is the first step toward ensuring that a full 
range of views is considered.  Equally important is combating “confirmation bias”, that is, the 
tendency of authors to place too much weight on their own views relative to other view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should explicitly document that a range of scientific viewpoints has 
been considered, and Lead Members should satisfy themselves that due consideration was given to 
properly documented alternative views. 

55.  There can be multiple interpretations of the available body of information, each with support 
from some portion of the scientifically sound information but inconsistent with other portions.  
Policy makers are often best served by being informed of the nature of the discrepancies in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he range of interpretations that cannot be rejected, and the 
implications, including risks, of each interpretation.   This ensures that the important policy 
decisions about which risks to accept, to mitigate, and to avoid are made by policy-makers, not 
science advisors. 

XII. Ethics in authoring and evaluating material for the Regular Process 
56. It is expected that contributors will follow established protocols for ethics in scientific 
reporting. In particular, contributors are responsible for: 

(a) Correctly citing the published work of others; 

(b) Accurately representing the conclusions of cited work; and 

(c) Disclosing any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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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World Ocean Assessment I will be based primarily upon existing assessments, which are 
themselves a synthesis of existing information relative to a particular geographic area.  It is 
important that information cited in World Ocean Assessment I can be traced back to its original 
source (see also section VII above on Information).  The credit for the production of synthesis 
products (maps, graphs, etc.) should be accurately attributed to the original authors. 

58. By its very nature, the Regular Process requires contributors to review and synthesize 
numerous large bodies of work, and to distil out the salient points of numerous regional studies into 
consolidated statements.  Throughout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the synthesis produced does 
not lose or misrepresent the essential conclusions, meaning and intent of the original works.  
Contributor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such misrepresentation does not occur. 

59.    The nature of the Regular Process demands that contributors pay special attention to issues of 
independence and bia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results. 

XII. Style and modalities 
60. World Ocean Assessment I is not written to appear in a scientific journal.  It is intended to 
be read by policy-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must be written in a manner that will enable 
broad understanding.  This requirement implies that technical terms not in common use in general 
writing should be explained on their first appearance, and that abbreviations and acronyms should 
likewise first appear with the full form. 

61. Those invited to contribute text to working papers and draft chapters may do so in any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Contributions not in English will be translated into 
that language, since this will be the working language of the Group of Experts.  Submission of a 
courtesy translation with the contribution will be welcomed. 

62. The UN Secretariat works in MSWord 2003 for documents.  Documents should, therefore, 
be submitted as .doc files as far as possible.     

63. Since much material will be read on screen, references should be given in brief in the text, 
rather than in footnotes.  A complete list of works referred to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text.  In-text references should be in brackets and consist of the author’s name (or first author’s 
followed by “et al.”),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 page or paragraph reference.  If there is more 
than one publication by that author in the same year, the different publication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A, B, C etc after the year number. The list of references should be in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 in-text references and give full details of the material to which reference is 
made.  Arrangements will be made for collecting lists of references in a suitable format.  

64. It will assist the production of World Ocean Assessment I if the following writing 
approaches are followed (which are aligned with those of the UN Secretariat): 

(a) Paragraphs should be numbered in Arabic numerals in a single sequence from the start 
of a text to the end; 

(b) Paragraphs should not contain more than two levels of indentations.  The higher level 
of indentation should be identified by small roman letters in brackets ((a), (b), (c) etc). 
The lower level should be identified by small roman numerals in brackets ((i), (ii), (iii), 
(iv) etc); 

(c) Headings of sections and subsections should be aligned with the left margin; and 

(d) Subparagraphs should commence with a capital (majuscule)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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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For more detailed guidance, the United Nations on-line Editorial Manual can be consulted 
at http://69.94.137.26/editorialcontrol/. 

66. Commentators and peer-reviewers should record their comments in a method to be 
developed by the Group of Experts which will enable the comments to be aligned automatically 
alongside the text to which the comment relates and allow the response of the writing team or the 
Group of Experts to be shown alongside.  The composite document, showing text, comments and 
responses, will be published on the World Ocean Assessment I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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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 

FLOW-CHART FOR THE PRODUCTION OF  
WORLD OCEAN ASSESSMENT I 

 

Group of   Bureau/AHWGW Writing Teams Reviewers       States 
Experts of the 
Regular Process 
(GoERP) 

Part I – Autumn 2012 – Autumn 2013 

 

 

 

 

 

GoERP identifies Lead 
Member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writing 
teams and panels of 
commentators from Pool 

Bureau approves Lead 
Member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writing teams and 
panels of 

Lead Members and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develop 
proposals for structure 
of chapters and 
supporting working 
papers 
Autumn 2012

GoERP agrees structure 
of chapters and 
supporting working 
papers 

 

Writing teams prepare 
working papers  

GoERP develops 
preliminary proposals for 
structure of chapters and 
supporting working 
papers 
Autumn 2012 

Where 
commentators are 
designated, they 
review draft 
working papers 

GoERP reviews 
working papers and 
publishes them on 
the website 

Writing teams revise 
working papers 

Event relating to development of World Oceans Assessment I 

Designation of personnel 

Review of finaliz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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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Summer 2013 onwards 

 

 

GoERP reviews 
convenor of the 
writing teams and 
writing teams  
Aug 2013

Bureau approves 
final slate of drafters 
 
Sep 2013 

Writing teams write 
draft chapters  
 
Oct – Dec 2013 

If commentators are 
designated, they 
comment on draft 
chapters 
Jan – Feb 2014 

Bureau approves 
arrangements 
Sep 2013 

States 
appoint 
additional 
peer-review 
experts 
 

GoERP proposes 
peer-review 
arrangements 
Aug 2013 

Writing teams 
revise draft 
chapters and 
submit to GoERP

Feb-Mar 2014

GoERP produces 
draft 
WOA I 
Apr-May 2014 

Peer reviewers 
review draft 
WOA I 
Jun-Aug 2014 

States review 
draft WOA I 
Jun-Aug 2014 

Bureau reviews 
final version and 
asks GoERP for 
any necessary 
clarifications 
Oct 2014 

GoERP finalizes 
WOA I in light 
of comments,  
Sep 2014 

GoERP clarifies 
WOA I 
Oct-Nov 2014 

Copy-editing, 
translation, printing 
 
Dec - Feb 2014 

Publication 
 
Feb 2015 

Bureau approves submission 
to AHWGW and develops 
recommendations for action 
 
Dec 2014  

AHWGW considers  
WOA I and agrees proposals 
to UNGA 
 
Feb 2015 

States 
make 
arrange-
ments 
for their 
own 
reviews 

Submission of  
WOAI to 
AHWGW 

Dec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