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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7] 최종보고서 표준 서식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명

사업명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20160099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ND0901 50% EH0602 30% OC03 20%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MRS0102 50% MEV0201 30% MSI0205 20%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

영문 Fulfillment of obligations accruing from the contract with the ISA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commercial mining of polymetallic nodules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업자등록번호 134-82-01458

주소
(49111) 부산 영도구 

해양로 385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지상범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51-664-3410 휴대전화 010-2756-0392

전자우편 sbchi@kiost.ac.kr 국가연구자번호 1064 7952

연구개발기간
전체 2016. 04. 01~2021. 12. 31 (5년 9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MM. DD~YYYY.MM. DD(  년  개월)
n단계 YYYY.MM. DD~YYYY.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1,220,000 11,220,000 11,220,000

1년차   951,000   951,000   951,000

2년차   476,000   476,000   476,000

3년차 3,343,000 3,343,000 3,343,000

4년차 3,359,000 3,359,000 3,359,000

5년차 3,091,000 3,091,000 3,091,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전남대학교 신승식 교수 010-3364-1802 shin2han@chonnam.ac.kr 위탁 대학

하와이대학교 Craig Smith 교수 080-956-7776 craigsmi@hawaii.edu 위탁 대학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고영탁 직위 책임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51-664-3460 휴대전화 010-9077-4416

전자우편
ytko@

kiost.ac.kr
국가연구자번호 1095 0139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

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연구책임자:    지 상 범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김 웅 서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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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20160099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ND0901 50 EH0602 30 OC03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MRS0102 50 MEV0201 30 MSI0205 20

연구개발과제명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16. 04. 01~2021. 12. 31 (5년 9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11,220,000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220,000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

용

최종 목표

-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와 개발권 획득을 위한 정밀환경자료 
확보 및 자원량 평가 지침 개발

- 심해저 광물자원 상업개발 단계 진입을 위한 상업개발 전략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체 내용

-  대한민국 단독개발광구 망간단괴 가채량 산정 및 지침서 작성
- 광구지역 및 보존지역에 대한 정밀환경자료 확보 및 영향평가 지

침서 작성
-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사항 이행
-  망간단괴 개발 정밀 타당성 평가
-  심해저 광물 개발법 제정
-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

연구개발성과 

- 후방산란 표준안 설정
- 저서생물 분석기준 및 인벤토리 구축
- 단독개발광구 독점 탐사권 연장계약 체결 
-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심해저 광물 개발법(안) 작성
- 국제해양광업학회(Underwater Mining Conference) 개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정밀환경자료 확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지침서 완성
- 광구지역에 대한 자원량 평가결과의 과학적 검증에 따른 가채량 산정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지침서 완성
- 정밀 경제성 평가에 따른 산업화(상업생산) 추진 시점 예측 및 관련 국내법 제정
- 연구기간(2016~2020년) 동안 대한민국 망간단괴 단독개발광구에 대한 탐사권 유지 

및 개발권 신청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망간단괴 가채량평가 환경영향평가 경제성평가 상업개발 준비

영문핵심어

(5개 이내)
polymetallic 

nodules
resource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feasibility

capacity 
building for 
commercial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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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구분 내용

최종목표

◦ 대한민국 단독개발광구 독점탐사권 유지

◦ 망간단괴 개발권 신청을 위한 광구지역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및 평가지침서 작성

◦ 국제해저기구 규정 및 권고에 따른 광구지역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작성

◦ 심해저 광물 개발법 입법 지원

◦ 망간단괴 상업개발 전략수립 및 역량강화

최종목표

설정근거

◦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인 북동태평양 공해상의 망간단괴 광구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국제해저기구와의 5개년(2016~2020년) 탐사권 연장계약에 따라 탐사권 유지를 위해 

망간단괴 자원 가채량 산정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표준안과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사업의 선행연구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에서는 약 1,50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5만㎢의 광구확보, 일차채광후보지역 

선정, 채광시스템 및 제련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성격은 기타의 

범주에 속하나 일부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시작품 개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음

◦ 향후 5개년 간의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 유지, 개발권 신청 요건 구비, 

개발 타당성 분석, 관계법 입법 지원,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한 개발여건 

활성화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최종목표는 위 4개 

범주 중 기타의 범주에 해당함 

세부목표

◦ 핵심내용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 망간단괴 가채량 산정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지침서 제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비한 광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인분석

심해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제작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사항 수행

국제해저기구 개발규칙에 따른 망간단괴 개발권 신청문서 작성 

망간단괴 상용화 기반기술에 근거한 정밀 타당성 평가

민간기업 참여설명회 개최 및 상업개발 전략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참여 유치

심해저 자원개발 협회 운영을 통한 망간단괴 상업화에 민간기업 참여유도

범부처 협의체 운영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상업화 기반구축 지원 강화

망간단괴 체약자 간 협력관계 유지

◦ 적용범위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저서생물 자료 

표준화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은 2020년 이전에 제정될 개발규칙에 따른 개발권 

신청에 활용

가채량 산정 및 탐사기법 지침서와 저서생물 자료 표준화 및 환경영향평가 

지침서는 향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활용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심해저 광업의 효율적 추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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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2.1. 기술적 측면

◦ 미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개발권확보 이후 우리나라 망간단괴 상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경우 2030년대 중점 프론티어사업으로 예상되는 심해저 광업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대양 및 극한환경 과학탐사기술 확보로 전 지구적 해양환경 변화규명과 극한환경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연구 선진국으로 도약

심해저 관련 기술은 극한환경에서의 작업 기술로 조선, 항공, 우주 등 다른 극한환경 응용분야로의 

관련 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됨

◦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할 때 대등 또는 우수한 수준임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개발로 현재는 외국의 기술선도국들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확보함. 이를 기반으로 향 후 상업화 시점에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경우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2. 경제산업적 측면

◦ 망간단괴 상업적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광물자원 자급률을 

높임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옴

◦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역량 확충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각 분야별 개발기술 축적, 생산 및 수출에 따른 산업 확장 

및 고용창출 효과 증대

2010년 망간단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고용 창출효과

는 투자액 10억원 당 4.7명일 것으로 예상

1.2.3. 사회문화적 측면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종합성, 기간의 장기성 등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어 국가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필요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통해 현재 1% 미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금속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해양자원 확보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

◦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와 해양 경제영토 확보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심해저광물자원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상업화에 대비하여 기 확보한 광구의 관리와 개발권 신청에 대비한 준비로써,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우리 광구해역의 심해저 광물자원을 우리의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기술종속국이 아닌 기술독립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세계 일류의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선도하며, 해양영토 개척과 외교적·경제적 주도권 

확보로 차세대 후손들에게 해양기술 강국의 위상을 물려줄 밑거름 구축

1.2.4.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규정 준수의 필요성

◦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ㆍ개발ㆍ관리 및 이에 관련된 환경보호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임

심해저 독점탐사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를 둔 국제해저기구의 망간단괴 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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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규칙에 따라 탐사권 연장계획 제출·승인 후,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과의 계약체결(2021년) 

필요

탐사권 연장 규정(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9항) 및 절차(ISBA/21/LTC/ CRP.7/  

Rev.2, 2015.02.26)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자들은 광구유지를 위해 탐사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해저기구는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과 계약자와 

탐사권 연장 계약을 체결

◦ 국제해저기구가 요구하는 의무이행사항은, 계약자와 국제해저기구간 탐사계약(계획 포함)에 포함되며, 

의무이행사항 중 많은 부분은 채광 후보지역의 정밀 가채량 산정, 환경연구 자료의 획득, 개도국에 

대한 심해저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등으로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미수행시 국제해저기구는 ① 계약불이행에 대해 서면경고, ②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ISA 

이사회는 계약중지 또는 종료를 의결(계약서 부록Ⅱ, 표준계약서 21절)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광구에 대한 권리상실을 의미함 

연장기간(2016~2020년) 동안 수행할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국제해저기구 표준 환경자료 확보 및 저서생물(다양성, 분포특성)자료 표준화 등은 개발권획득의 

필수요건으로 미수행시 개발규칙이 제정(2023년 예정)되어도 개발은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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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1.3.1. 1차년도(2016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상업개발 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수행기관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 수행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연구(I)

환경영향평가 기반자료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 평가 준비

심해저 광물 개발법(안) 작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회 설립

범부처 협의회 구성

체약자 간 협력관계 구축

국제해양광물학회 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2. 2차년도(2017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상업개발 역량 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수행기관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 평가

심해저 광물개발법(안) 확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실무자 협의회 운영

체약자 간 협력관계 추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3. 3차년도(2018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상업개발 역량 강화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망간단괴 가채량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보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수행기관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연구(Ⅱ)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APEI)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자료 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4대 금속가격 동향 파악 및 지불제도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심해저 광물 개발법 제정 입법 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체약국 간 협력관계 추진

개도국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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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차년도(2019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상업개발 역량 강화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망간단괴 가채량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보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수행기관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연구(Ⅲ)

 광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체약자 간 협력관계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5. 5차년도(2020~2021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상업개발 역량 강화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망간단괴 가채량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보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수행기관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연구(Ⅳ)

광구지역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활동 강화 및 의무이행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비즈니스모델 기반 정밀 타당성 평가

망간단괴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민간기업 투자참여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회계법인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체약국 간 협력관계 추진

대학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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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차년도 기간 연장(2020~2021년)에 따른 주요 연구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추가사항) 변경사유

평가기준

(최종평가)

탐사수행

(2회)
탐사수행(3회)

2017, 2018년 예산 축소로 계획대비 부족했던 

탐사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탐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탐사 수행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성과목표

(2020년)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성과지표

(2020년)
광구지역 탐사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목표치

(2020년)

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정점자료, 

음향자료 획득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추가, 실해역 탐사의 정량적 

목표치 추가

목표치

(2020년)

광구지역 중·대형 

저서생물 시료 획득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추가, 실해역 탐사의 정량적 

목표치 추가

목표치

(2020년)

저서생물 종다양성 및 

공간분포분석

정밀 가채량 평가 및 광구해역 내 환경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해역 탐사 실시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추가, 실해역 탐사의 정량적 

목표치 추가

가중치

(2020년)
가중치 조정

2020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로 전체 

성과지표의 가중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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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4.1. 국내기술, 산업동향

◦ 망간단괴 독점광구 확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1992년부터 북태평양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는 망간단괴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 국제해저기구로부터 150,000㎢의 광구를 확보함

8년간의 실해역탐사와 3차례의 광구포기 과정을 거쳐 2002년 남한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75,000㎢의 

단독개발광구 확정. 우리나라 광구지역에는 5억 6천만톤의 망간단괴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국제해저기구 유보광구에 대한 자원량 평가 수행

2006년에는 GIS 기반의 최적채광지 선정 및 망간단괴 정밀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구 중 

상업적 개발이 용이한 40,000㎢를 우선채광지역으로 선정

정밀평가 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제해저기구와의 국제계약사업으로 북동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CCFZ 또는 C-C 해역)에 분포하는 망간단괴의 

자원량 및 지질특성을 평가

2010년 20,000㎢ 규모의 일차채광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범 생산이 가능한 1,000㎢에 대한 고해상 

채광도 작성(2015년)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심해환경연구 수행

우리나라 전체 광구에 대한 기초환경연구를 수행하여 광역기초환경도(2006년)와 일차채광지역 중심으로 

정밀환경도(2010년) 제작

우리나라 광구지역을 상징하는 KOMO 정점에서 1994년부터 수행한 장기계류 연구는 과학적 의의가 크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환경분야의 시료 채집기술 및 계류기술은 타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음

우리나라 광구지역을 포함한 북동태평양 광구해역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제해저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료 표준화를 위해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서‘심해저 대형저서생물 표준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 망간단괴 상업생산 기반기술 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망간단괴의 채집과 이송을 위한 파일럿 집광·

양광시스템 개발

‧ 광구해역 해양환경 특성 실측자료를 반영한 친환경적 채광시스템 설계

‧ 상업생산 1/5 규모의 파일럿 채광로봇‘미내로’를 독자개발(2012년)하고, 수심 100m 해역에서의 집광

시험(2012년)과 수심 1,370m 동해 해저면에서 주행성능 시험 성공

‧ 버퍼, 양광펌프, 유연관 등으로 구성된 양광시스템 제작 및 실해역 실증시험(201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환경친화적 망간단괴 제련공정 개발 및 실증시험 수행

◦ 망간단괴 개발 관련 국제기구활동

2009년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B그룹(한국, 독일, 프랑스, 인도) 진출 및 재선출(2014, 2019년)

‧ A그룹: 심해저광물 대량 소비·수입국(4개국), B그룹: 주요 투자국(4개국), C그룹: 심해저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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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국(4개국), D그룹: 개도국 특별이익 그룹(6개국), E그룹: 지역 안배(18개국)

199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 법률기술위원으로 활동

‧ (1996~2006년)강정극 박사, (2007~2011년)김웅서 박사, (2012~2016년)형기성 박사, (2017~2022년)주세종 박사

1.4.2. 국외기술, 산업동향

◦ 국제해저기구

공해상 망간단괴 광구는 국제해저기구와의 망간단괴 탐사계약에 의거하여 광구에 대한 배타적 

탐사권리를 갖게 되며, 2021년 현재 총 16개국에서 18개 탐사광구, 동구권 국가연합(IOM)에서 1개 

탐사광구를 확보하고 있음(그림 1.4.2.1,1.4.2.3, 표 1.4.2.1)

망간단괴 탐사계약 만료에 따른 탐사계약 연장

‧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체약국의 탐사권 계약이 2016년 만료됨에 따라 개발규칙 제정 전까지 탐사

계약 연장이 필요. 2015.07월 제21차 국제해저기구 총회를 통해 탐사계약 연장에 관한 신청절차 및 

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 C-C 해역 망간단괴 독점탐사계약 중 상당수가 2021년 계약종료를 맞이함에 따라 이사회는 2011년 

제17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을 준비하도록 요청함

‧ 이미 발급된 독점탐사면허 후에 개발을 위한 단계별 면허시스템의 도입, 상업생산 개시일 부터 일정한 

연간 고정수수료와 순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개발규칙 

제정(2022년)을 진행 중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권고적 의견에 따른 보증국의 입법조치 활성화

‧ 국제해저기구는 보증국에서 보증한 계약자들이 협약 규정을 준수하고 보증국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모델 입법을 준비함

‧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쿡제도, 통가 등을 포함 2015.03.30까지 총 20개국이 관련법령 혹은 

입법과 관련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보증국의 입법조치 활성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또한 심해저관련 국내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함

◦ 일본

2009.03월 수립한 해양에너지ㆍ광물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해양개발ㆍ이용에 대한 기대 상승과 

인근국가와의 해양권익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3.12월 개정 완료

정부의 상세 상업화 계획은 부재하나 DORD (Deep Ocean Resources Development)에 의하여 개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수행 중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6년에 다른 계약자들의 동향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 광구해역

탐사를 완료하고 탐사권 연장(2021.4~2026.4)계약

‧ 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한 상세조사를 통해 채굴가능 자원량의 정확한 산정을 실시함으로서 자원량 

평가 수행

‧ 2020년에 채광장비 지상테스트 및 양광장비 Lab 시험 완료

‧ 함유 희토류 회수를 고려한 저비용제련기술 개발

‧ 국제해저기구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환경자료 수집 및 저서생물의 유전자 분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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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환경영향평가

◦ 쿡 아일랜드

쿡 아일랜드는 공해상 및 자국 EEZ內 망간단괴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민간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5년 EEZ內 망간단괴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벨기에의 GSR (Global Sea Mineral Resources)과 공해상 망간단괴 공동개발 추진

‧ 공해상 망간단괴 공동 개발을 위하여 투자공기업인 CⅡC(Cook Islands Investment Co.)와 GSR의 JV 

설립(CⅡC + GSR → CⅡCSR)

‧ 공해상 망간단괴 탐사권 관련 ISA와 계약 체결(75,000㎢), 탐사권은 쿡 아일랜드가 확보하나 개발은 

JV(CⅡCSR)가 수행

‧ 2018~2019년 공해상 망간단괴 실해역 탐사와 자원량 평가 및 환경연구 수행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공해상 광물자원개발 전담기관인 Seabed Minerals Authority 설립 후 2019년 

EEZ 해양광물자원법안을 마련하고 2021년 4개 국외 민간기업에 탐사권 부여, 2025년 채광개시를 목표로 

추진

◦ 중국

중국은「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년),「전국 과학기술진흥 해양산업 진흥계획 

요강」(2008년),「국가 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2008년),「국가 해양사업발전 12·5계획(2013년) 

등을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단계별 중점 프로젝트 추진

‧ Jialong ROV (7,000m 잠수 성공), Qianlong AUV(6,000m 잠수 성공), Haidou-1 무인 잠수정(10,767m 잠수 

성공)등 심해저 탐사정(Remotely Operated Vehicle(ROV), Human Occupied Vehicle (HO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개발에 집중하여 성과 달성

2015년 심해 탐사·과학조사·환경 감시 등의 작업 수행, 심해저활동을 위한 측량용 선박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잠수 및 주요 장비 운영자 교육 및 관리, 심해 과학기술의 교육, 심해 

과학기술분야 국제 협력 및 교류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국가심해기지 설립

2017년 제 13차 5개년 국가중점기술개발계획(2017~2022년)이 발표되었으며 해당 계획 내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내용 포함

‧ 특히 망간단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채굴 방식 및 상용화기반 연구가 5개년 국가R&D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2021.02월부터 해당 계획을 추진 중임

중국은 북동태평양과 북서태평양에 총 3개의 공해상 망간단괴 탐사광구를 보유

‧ 2001년 중국대양광산협회(COMRA)는 ISA와 망간단괴 탐사권 계약

‧ 2017년 금속광석제품 생산 국영기업인 중국오광집단공사(China Minmetals Corporation, CMC)를 

신청주체로 하여 C-C 지역에 두 번째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 획득

‧ 2019년 국영기업 BPHDC (Beijing Pioneer Hi-Tech Development Corporation)를 계약주체로  북서태평양 

공해상에 세 번째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계약

중국은 심해저 망간단괴의 개발이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으며, 선두주자인 COMRA에 이어 CMC와 BPHDC도 

참여하며 현재 상업화를 목표로 탐사 진행중

◦ 독일

정부주도로 망간단괴(2006년) 독점광구를 확보하고 BGR(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주관으로 탐사, 채광, 제련 및 환경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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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2020년 탐사권 5년 연장(2021~2026년) 신청서 제출

‧ 2021.04월, 벨기에 GSR사의 광구해역 집광로봇 성능시험에 참여하여 환경영향 조사 진행

2014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 24개 기관으로 구성된 DSMA(DeepSea Mining Alliance)를 

조직하고, 심해 광물자원 상업생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 독일경제에너지연방성(BMWI)의 심해저광업 개발의 국가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석 및 파일럿 채광시험 

수행에 중점을 둔 실행방법 평가 결과, 개발을 위해 Pilot Mining Test가 필요하며 4~5년 시간 

소요예상, 민간기업의 자금협력 필요 의견도출

‧ 2026년까지 경제성 평가 완료를 위해 망간단괴 샘플 및 데이터 수집, 매핑, 환경분석 등의 탐사 활동 

진행 중

◦ 유럽연합(EU)

EU는 심해저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EU 국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R&D를 

수행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 중임

유럽위원회의 자금지원으로 심해저광업을 위한 Bluemining 컨소시엄(2014년, 유럽 19개 연구기관 및 

기업)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심해저자원 개발준비(3개 분야: 산업화, 연구, 서비스)

유럽위원회는 심해저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의 현황, 경제성, 환경영향, EU 관련 

산업의 경쟁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Stud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Knowledge of Deep Sea 

mining)를 수행(2014년)

자원(원료)개발 정책수립

‧ Raw materials Initiative(2008년): EU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안정적 원재료 수급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EU자금을 활용한 심해저 개발 R&D 지원, 2020 Strategy(2010년), Road map on Resource 

Efficiency 안의 필요성 언급

‧ Blue growth strategy(2012년)에서 심해저 개발을 핵심 분야로 선정

자원개발 자문단체 설립

‧ European Innovative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수립(2012년)

‧ 공공, 민간기업,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Partnership을 구성하여 유럽연합, 각국에 광물관련 High 

Level 가이드 제공

‧ 전략적 이행 계획(SIP)에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내용 포함

심해저 자원개발 R&D 지원 및 협력체계 수립

‧ Framework Programme 7-8(2013~2020년): EU의 협력적 R&D 프로그램으로, 민간, 교육기관, 공공 

연구기관과 심해저 광물자원 관련 R&D 선두업체인 TechnipFMC, DEME, MHWirth, Royal IHC 등의 

기업들이 참여

EU 지원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 Project

‧ EURO FLEETS+: 심해 연구 및 탐사, 데이터 관리, 향후 가상 접근 지원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착수, EUR 9.9mn 예산(EU 100% 지원)

‧ Bluemining: 망간단괴 채광시 발생하는 환경영향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Blue Nodules의 후속 

프로젝트), 채광 TRL7 달성 목표

‧ 2021년‘Collector 2.0’개발: 픽업 제어 기능, 바닷물 사용량, 침전물 수거량의 향상된 흡입식 

집광기로 환경파괴 영향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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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Impact 2: C-C 망간단괴 집광 영향 모니터링 수행

‧ ISA 요청으로 유럽 심해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환경충격영향평가(EIA)준비, EUR 9.7mn 예산

‧ 2021.04월, C-C에서 수행한 GSR의 파일럿 규모 망간단괴 집광로봇 성능시험에 29개의 유럽 연구소 

과학자들 참여

EU는 심해저 광물 개발 관련 탐사/채광/환경 분야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다양한 민간社의 협업으로 기술적인 성과를 지속 달성중임

◦ 인도

1987년 선행투자가로서 등록하여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한 인도는 지구과학부(Ministry of Earth 

Science)의 망간단괴 프로그램 하에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기술개발 수행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관련 연구 수행을 통하여 인공단괴의 원격 살포시스템 

설계(2007년), 수심 3,000m에서 ROV 성능시험 성공(2009년), 해저 집광시스템 및 분쇄 시스템 설계 

완료(2010년) 등의 성과 도출

2012년 해저금속자원 개발에 1,500억원 투자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6,000m급 채광장비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희토류 확보를 위해 망간단괴사업 적극추진

2021년 망간단괴 탐사권 5년 연장(2021~2026년) 신청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

◦ 러시아

러시아는 1987년 선행투자자로 등록하였으며, 2001년 Yuzhmorgeologiya를 주체로 하여 국제해저기구와 

망간단괴 탐사계약 체결

1993년 해저충격시험이 수행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2000년 환경연구를 수행

2020년 망간단괴 탐사권 5년 연장(2021~2026년) 신청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

◦  프랑스 

망간단괴 독점광구 확보(1987년) 이후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추진, 상업개발 일반타당성 검토 

완료(2014년), 망간단괴 상업생산 컨소시엄 추진(2014년)

심해저 채광에 관한 국내법 제정 진행 중

2020년 망간단괴 탐사권 5년 연장(2021~2026년) 신청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

◦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2012년부터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2개)를 확보하고, 

202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사업 추진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양자간 협약을 통하여 외국과 탐사권을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NOAA는 1984년부터 북태평양 C-C 지역에 4개의 광구 탐사를 허가함

현재 4개의 탐사구역 중 2개는 록히드마틴사가 소유한 콘소시엄(OMCO)이, 1개는 록히드마틴사의 영국 

자회사(UK Seabed Resources Ltd.)가 국제해저기구를 통하여 탐사권을 확보함

 ◦ 영국

UK Seabed Resources Ltd.(UKSRL)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이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하여 확보하였음

영국정부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향후 30년간 영국 경제에 약 400억 파운드(약 69조원) 이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여 UKSRL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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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회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함

‧ 1981년 제정된 심해저채광법을 개정(Deep Sea Mining Act 2014)하여 2014.05.14 최종 승인함

‧ 동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심해저채광이 국제해저기구를 통하여 관리됨이 명시되었으며, 망간단괴 

뿐만 아니라 해저열수광상과 망간각까지 동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

표 1.4.2.1  공해상 망간단괴 탐사광구 보유현황(2021.12월 기준)

순번 계약자(Contractor) 최초계약일 보증국 광구위치

1 동구권연합(InterOceanMetal, IOM) 2001.03.29 동구권국가 북동태평양 C-C해역

2 러시아(Yuzhmorgeologiya) 2001.03.29 러시아 북동태평양 C-C해역

3 대한민국(Korea) 2001.04.27 대한민국 북동태평양 C-C해역

4 중국(COMRA) 2001.05.22 중국 북동태평양 C-C해역

5 일본(DORD) 2001.06.20 일본 북동태평양 C-C해역

6 프랑스(IFREMER) 2001.06.20 프랑스 북동태평양 C-C해역

7 인도(India) 2002.03.25 인도 인도양 해역

8 독일(BGR) 2006.07.19 독일 북동태평양 C-C해역

9 나우루(NORI) 2011.07.22 나우루 북동태평양 C-C해역

10 통가(TOML) 2012.01.11 통가 북동태평양 C-C해역

11 벨기에(GSR) 2013.01.14 벨기에 북동태평양 C-C해역

12 영국(UKSRL) 2013.02.08 영국 북동태평양 C-C해역

13 키리바시(MREL) 2015.01.19 키리바시 북동태평양 C-C해역

14 싱가폴(OMS) 2015.01.22 싱가폴 북동태평양 C-C해역

15 영국(UKSRL) 2016.03.29 영국 북동태평양 C-C해역

16 쿡아일랜드(CⅡC) 2016.07.15 쿡 아일랜드 북동태평양 C-C해역

17 중국(CMC) 2017.05.12 중국 북동태평양 C-C해역

18 중국(BPHDC) 2019.10.18 중국 북서태평양 해역

19 자마이카(BMJL) 2021.04.04 자마이카 북동태평양 C-C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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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1  북동태평양 C-C 해역 망간단괴 탐사광구 보유현황

(연두색 7개 블록: 대한민국).

   

그림 1.4.2.2  중국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주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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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3  중국의 공해상 망간단괴 개발계획.

 

1.4.3. 민간기업 동향

◦ GSR (Global Sea Mineral Resources, 벨기에) 

벨기에 민간기업 DEME (Dredging, Environmental & Marine Engineering)의 자회사인 GSR은 2028년 상업

화를 목표로 2013년과 2016년 확보한 2개의 공해상 망간단괴 광구에서 탐사 및 채광성능시험 중이며, 

쿡아일랜드 공기업과의 JV 설립을 통해 탐사 활동을 지원

‧ 2019년 북동태평양 광구해역에서 파일럿 규모 망간단괴 집광로봇 ‘Patania Ⅱ’의 성능시험을 추진

하였으나 위치 및 케이블 장비 결함으로 실패

‧ 2021.4월 성능시험 준비를 보완하여 벨기에 C-C에서 수차례의 실패를 딛고 3회의 망간단괴 집광로봇 

성능시험에 성공

GSR은 모기업 DEME의 준설 역량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망간단괴 시범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습

식 제련 공정으로 망간단괴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실해역에서 양광관(full scale riser) 연결 및 양광 파일럿 시험 계획

‧ 2028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추진중

◦ DG(Deep Green Metals Inc. 캐나다) 

Deep Green Metals Inc.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NORI (Nauru Resources Inc), TOML  

(Tonga Offshore Mining Limited), MARAWA (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Ltd)를 통한 3개 광구의 

탐사권 확보하고 공해상 망간단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NORI 광구는 이전 노틸러스의 자회사를 DeepGreen이 인수(2011년)함으로써 광구(74,830㎢) 탐사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광구의 보증국인 나우루에는 관리비 $20,000와 채광시 톤당 $2 지불하기로 계약

‧ TOML 광구는 노틸러스의 자회사로 2012년 확보한 광구(74,713㎢) 광구 탐사권을 2020년 DeepGreen이 

인수함으로써 확보하게 되었으며, 광구의 망간단괴 자원량은 756mn(w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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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WA 광구는 2012년, DeepGreen과 MARAWA 가 40년 계약 체결함으로써 MARAWA가 ISA 탐사권 확보하여 DG

에 승계하였으며, 2015년 MARAWA가 ISA로부터 탐사권(74,990㎢)을 확보

‧ 2022년 실해역에서 Allseas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일럿 채광 성능시험 후 2024년 공해상 망간단괴 

상업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임

DG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망간단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Glencore사와의 실무(Off-take)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밸류체인(value chain) 을 형성

‧ 세계최대 해운사 Maersk Supply Service A/S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하고 2018~2020년 동안 5차례에 걸

친 광구탐사 지원

‧ 세계 1위 원자재 코발트 생산업체 글렌코어(Glencore)는 2012년, DG와 심해저자원개발 실무계약 체결

‧ 스위스 해양/Subsea 관련 기업 Allseas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엔지니어링 기술을 

지원받고 2019~2020년, USD 70mn투자(사모투자 USD 150mn의 약 47%)

◦ Ocean Mineral Singapore Pte. Ltd

싱가폴 민간기업으로 2013년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함. UK Seabed Resources Ltd.사의 지분 

11.9%과 케펠사(Keppel Offshore & Marine)의 지분 78.1%으로 추진되며, 탐사 및 환경연구는 UK Seabed 

Resources Ltd.에 의존하고 있음

싱가폴 정부는 심해저 망간단괴 상업개발을 위해 2015년 3월 심해저 광업법(Deep Seabed Mining Act)을 

제정 완료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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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2.1.1. 광구지역 탐사

망간단괴 광구지역 탐사는 2016년 4월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확보한 탐사권 계약종료로 2020년까지 

탐사권 계약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구유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요구하는 환경기준, 자원손실 

최소화를 위한 연구 이행과 개발권 획득을 위한 역량 확충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탐사권 연장을 통한 

연구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전세계로 퍼진 COVID-19 여파로 인한 사업연장으로 2021년까지 

수행되었다(표 2.1.1.1). 동 연구기간동안 광구지역 탐사는 ‘가채량 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음향, 

정점자료 획득’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연환경조사’를 목표로 2018년, 2019년, 2021년 3차례 

수행되었다. 2018년과 2019년 탐사는 미국 하와이대학의 연구조사선 RV Kilo Moana를 이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2021년도 탐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이용하였다.

가채량 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자료 획득은 고해상도 해저지형, 후방산란강도 자료획득을 통한 해저지형 

및 매질분석을 위해 심해예인식 측면주사음향조사기 조사가 수행되었고(그림 2.1.1.2), 망간단괴 분포 

특성연구를 위해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 및 상자형시료채취기 운용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연환경조사는 MC, Epi-Benthic Sledge. Benthic Lander, Baited Trap을 통한 

중형ㆍ대형ㆍ거대저서생물의 종분석 및 대형저서 시료획득 표준화 연구가 수행되었다(그림 2.1.1.3).

수행내역 2018 2019 2021 계

항해 이력

이동항해 

6,350㎞

이동항해 

6,830㎞

이동항해 

6,095㎞

이동항해 

19,275㎞

광구조사 

274㎞

광구조사 

497㎞

광구조사 

1,372㎞

광구조사 

2,143㎞

독점탐사광구 

망간단괴

가채량

심해저카메라(DSC) 3회 3회 - 6회

DTSSS - -
1,143㎞

(면적: 671㎢)

1,143㎞

(면적: 671㎢)

상자형 시료채취기(BC) 13정점 10 정점 - 23정점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 8회 10회 18회

상자형 시료채취기(BC) 10정점 14회 - 24회

심해저카메라(DSC) 7회 5회 - 12회

Benthic Lander - - 1회 1회

Baited Trap 1회 1회 - 2회

CTD 4회 4회 2회 10회

MOCNESS 3회 2회 - 5회

플랑크톤 네트 5정점 4정점 3정점 12정점

Epi Benthic Sledge - 3회 - 3회

표 2.1.1.1  2018, 2019, 2021년도 3차례 진행된 광구지역 탐사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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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미국하와이대학 연구조사선 킬로모아나호(3,060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조사선 온누리호(1,370톤).

그림 2.1.1.2  가채량 평가 연구를 위해 운용된 

심해저카메라 시스템(TowCAM), 심해예인식 측면주사음향조사기.

그림 2.1.1.3  기초환경조사를 위해 운용된

Epi Benthic Sledge, CTD, MOCNESS, BC, Baited Trap, Benthic Lander.



- 18 -

2018년도 탐사는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를 위한 대표 

소구역에서의 심해저 카메라(DSC) 영상조사와 상자형시료채취기(BC)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환경영향 

평가 기본자료 수집을 위해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환경보호구역(APEI) 내에서 기초환경조사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조사 수행 내용은 심해저 카메라(DSC) 10회, 상자형시료채취기(BC) 13회, CTD 

4정점, MOCNESS 3정점, 플랑크톤 네트 5정점, Baited Trap 1정점이다(그림 2.1.1.4, 2.1.1.5).

< 2018년도 광구지역 탐사 >

◦ 탐사선: RV Kilo Moana (Univ. of Hawaii, 3,060Ton)

◦ 탐사기간: 2018.03.05~2018.04.03(30일)

◦ 탐사해역 

BIS (98.1㎢): 31°58.2’W~131°52.8’W, 10°27.3’N~10°32.7’N

KOMO (99.2㎢): 131°22.68’W~131°17.22’W, 10°27.3’N~10°32.7’N

PILOT AREA (1,333.71㎢):131°22.68’W~131°17.22’W, 10°27.3’N~10°32.7’N

APEI9 (36.34㎢): 127°08.4’W~127°04.8’W, 10°22.8’N~10°25.8’N

APEI6 (30.03㎢): 123°12.0’W~123°08.64’W, 16°36.0’N~16°38.724’N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정점자료 획득)

◦ 대표 소구역(고해상 음향자료 기 획득 지역)

◦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 카메라 3라인

◦ 정점조사: 상자형시료채취기(BC) 13정점

환경영향평가 baseline 자료 획득(광구지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

◦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환경보호구역(APEI)

◦ 수층환경표준화 방법 적용: 타 지역 자료와 비교

◦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 카메라 7라인 

◦ 기초환경자료 수집: CTD 4정점, MOCNESS 3정점, Net 5정점, 상자형시료채취기(BC) 13정점, Baited 

Trap 1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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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2018년도 광구지역 위치도 및 구역별 탐사수행 정점도,

(a) 2018년도 광구탐사 항적도, (b) BIS, (c) KOMO, (d) Pilot Area, (e) APEI6, (f) APE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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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2018년도 탐사를 통해 획득한 중·대형, 거대저서 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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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탐사는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29일간 진행되었으며,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를 심해저 카메라 

영상조사와 상자형시료채취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환경영향 평가 기본조사를 위해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KR5-B지역 내에서 기초환경조사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조사 수행 내용은 심해저 

카메라(DSC) 3회, CTD 4회, Baited trap 1회, MOCNESS 2회, NET 4정점,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8회, 

상자형시료채취기(BC) 14회, Epi Benthic Sledge 2회 등이 수행되었다(그림 2.1.1.6, 2.1.1.7).

< 2019년도 광구지역 탐사 >

◦ 탐사선: RV Kilo Moana (Univ. of Hawaii, 3,060Ton)

◦ 탐사기간: 2019.3.4~2019.4.1(29일)

◦ 탐사해역 

KR5-A (142.1㎢): 132°58’W~133°05’W, 9°46’N~9°52’N

KR5-B (185.3㎢): 130°50’W~130°58’W, 11°12’N~11°25’N

PILOT AREA (1,929.6㎢):131°30’W~131°52’W, 9°45’N~10°11’N

BIS (142.1㎢): 131°53’W~131°58’W,10°22’N~10°33’N

KOMO (53.9㎢): 131°18’W~131°22’W,10°28’N~10°32’N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고해상 음향자료 기획득  대표구역 영상자료, 정점시료 획득)

◦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카메라 3라인

◦ 정점조사: 상자형시료채취기(BC) 10정점

환경영향평가 baseline 자료 획득(광구해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

◦ KR5-A지역,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KR5-B지역

◦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카메라 5라인

◦ 기초환경자료 수집: CTD 4회, Baited trap 1회, MOCNESS 2회, NET 4정점,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8회, 

상자형시료채취기(BC) 14회, Epi Benthic Sledge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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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2019년도 광구지역 위치도 및 구역별 탐사수행 정점도,

(a) 2019년도 광구탐사 항적도, (b) 2019년도 탐사가 수행된 BIS, KOMO, Pilot Area, KR5-A, KR5-B,

(c) KR5-A, (d) Pilot Area, (e) BIS, KOMO, (f) KR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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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2019년도 탐사를 통해 획득한 중·대형, 거대저서 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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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탐사는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다.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를 위해 미국 

하와이대학 HMRG팀의 심해예인식 측면주사음향조사시스템(DTSSS)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환경

영향평가 기본조사를 위해 Pilot 지역,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내에서 기초환경조사를 수행하였

다. 세부적인 조사 수행 내용은 심해예인식 측면주사 음향조사 1,143㎞(면적: 670.7㎢), CTD, 다중주상

시료채취기(MC), 상자형시료채취기(BC), Epi Benthic Sledge, Benthic Lander 등을 이용한 조사를 수행

하였다. CTD 2회, NET 3정점,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10회, 상자형시료채취기(BC) 1회, Epi Benthic 

Sledge 1회, Benthic Lander 1회 등이 수행되었다(그림 2.1.1.8~2.1.1.10)

< 2021년도 광구지역 탐사 >

◦ 탐사선: RV 온누리호(1,370Ton)

◦ 탐사기간: 2021.8.20~2021.9.18(30일)

◦ 탐사해역 

PILOT AREA (1,506.6㎢): 131°31’W~131°50’W, 9°44’N~10°07’N°

BIS (98.1㎢): 1°53’W~131°58’W, 10°27’N~10°33’N°

KOMO (98.1㎢): 131°17’W~131°23’W, 10°27’N~10°33’N°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고해상 음향자료 획득, 정점시료 획득)

◦ 해저면 정밀지형 조사: 심해예인식 측면주사 음향조사 1,143㎞(면적: 670.7㎢)

◦ 정점조사: 상자형시료채취기(BC) 10정점

환경영향평가 baseline 자료 획득(광구해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

◦ Pilot 지역,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 기초환경자료 수집: CTD 2회, NET 3정점,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10회, 상자형시료채취기(BC) 1회, 

Epi Benthic Sledge 1회, Benthic Lander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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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2021년도 광구지역 위치도 및 구역별 탐사수행 정점도,

(a) PILOT 지역, (b) KOMO 지역, (c) BI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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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고해상도 정밀 수심도 및 후방산란강도,

(a)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40,000 축척의 25m 고해상도 정밀 수심도, (b)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20,000 축척의 25m 고해상도 정밀 수심도, (c)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20,000

축척의 25m 고해상도 정밀 수심도, (d)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40,000 축척의 1m 고해상도

후방산란 강도, (e)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20,000 축척의 1m 고해상도 후방산란 강도,

(f) DTSSS IMI-120 시스템으로 획득한 1:20,000 축척의 1m 고해상도 후방산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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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0  2021년도 탐사를 통해 획득한 중·대형, 거대저서 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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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

다른 육상자원 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원량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원량의 파악은 자원을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요인이며, 

투자자의 모집이나 개발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망간단괴 광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은 그동안 수행한 탐사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광구에 분포하는 망간단괴 자원량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육상 금속광상과는 다른 망간단괴의 

특성들 중 광범위한 분포 면적, 해저 표면에 분포하는 이차원적인 분포형태, 짧은 구간에서 분포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불규칙성 등의 특성은 정확한 자원량 평가를 어렵게 하며,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는 주로 자유낙하식 시료채취기(Free-Fall Grab, FFG)나 상자형 

시료채취기(Box Corer, BC)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개별 정점에서 획득한 망간단괴 시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심해저카메라시스템(Deepsea Camera System, DSC)을 이용하여 획득한 해저면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정점자료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점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원량 계산의 한계는 조사 정점의 대표성 문제이다. 각 주체가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로부터 획득한 광구는 75,000㎢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망간단괴의 분포가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수량의 정점조사 결과로는 전 광구에 

대한 정확한 자원량을 도출하기 힘들다. 많은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일지라도 정점 사이의 

평균 간격은 수㎞에 달하며, 자원량을 계산하기 위해 획득한 시료 정점 간 간격이 수십㎞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점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의 경우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 

정점을 점점 줄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더 이상 자원량의 변화가 없는 정점 간격을 도출한 바도 

있다. 하지만 정점조사 간격을 한없이 줄이는 것은 투자해야 할 시간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정확한 자원량 평가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 결과를 개발계획 수립이나 경제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해저기구는 2014년 인도 고아에서 망간단괴 광업 목적의 자원량 

평가 및 분류체계 확립을 위해 체약국들을 대상으로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 및 분류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망간단괴 자원량 분류체계로 

육상광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ISCO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자원량 보고 기준 위원회)의 분류체계를 준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추후 탐사권 

연장신청과 개발권 신청 시 이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CRISCO 분류체계에서 자원량 평가는 예상자원량(Inferred Mineral Resources), 추정자원량(Indicated Mineral 

Resources), 확정자원량(Measured Mineral Resources)의 3단계로 구분된다(그림 2.2.1). 자원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화작용의 위치, 규모, 품위, 연속성 및 기타 지질학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요소의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 추정, 확정자원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상자원량은 신뢰도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지질학적인 증거를 통해 자원량을 추정할 수 있으나, 광화작용의 지질학적 

연장성이나 품위의 연속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속한다. 추정자원량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산된 자원량을 지시한다. 예상자원량과는 달리 광화작용의 형태와 

밀도 등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추정자원량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확정자원량은 높은 

신뢰 수준에서 추산된 자원량으로, 광화작용의 지질학적 연장성과 광석 품위의 연속성을 확증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기초되어야 한다. 확정자원량은 광상개발 시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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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2년 광구확정 단계에서 정점조사 자료를 기초로 단독개발광구 75,000㎢에 대한 

예상자원량을 추정한 바 있다. 이후 관심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점조사를 통해 3,000㎢ 면적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인 추정자원량을 산출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개발권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독개발광구 내 대표구역 일부, 약 500㎢ 면적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확정자원량을 산출하였다. 

확정자원량 산출에는 정점시료 자료, 해저면 영상자료와 음향탐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수행한 예상자원량과 추정자원량 산출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최종단계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대표구역 확정자원량 산출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2.1  광물자원량 분류체계

(출처,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y and Petroleum, 2014).

   

2.2.1. 예상자원량(Inferred Mineral Resources)

우리나라 광구해역의 초기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는 정점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점별 망간단괴 채취량을 

기본 자료로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그림 2.2.1.1).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2년부터 FFG를 활용하여 망간단괴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구해역의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를 수행해 왔다. 최초 1,380,000㎢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등간격으로 망간단괴 시료를 채취하여 자원량을 평가하였으며, 1994년에는 국제해저기구에 150,000㎢ 

규모의 우리나라 개발광구를 등록하였다. 이때 획득한 정점간의 평균거리는 약 20′(33㎞)에 달한다.

2002년에는 국제해저기구와 체결한 광구포기의무에 따라 75,000㎢의 광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75,000㎢ 지역을 대한민국 단독개발광구로 확정하였다(그림 2.2.1.2). 1,354개 정점(FFG: 1,062정점, 

BC: 292정점)에서 망간단괴 시료를 획득하여, 예상자원량 수준의 자원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75,000㎢ 

최종광구에서 정점시료 채취 간격은 평균 14.4㎞로 광구 등록 당시보다 1/2 이상 감소하여 신뢰도가 

증가하였다(그림 2.2.1.3, 2.2.1.4). 우리나라 광구해역의 망간단괴 평균 부존량은 7.5㎏/㎡이며, 북쪽 

광구 중앙부에서 평균값이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2.2.1.5). 우리나라 광구해역의 총 

예상자원량은 5억 6천만톤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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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 망간단괴 예상자원량 평가과정.

그림 2.2.1.2  2002년 확정한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75,000㎢, 지형도 표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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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망간단괴 시료채취 장비(FFG, BC) 및 이들을 이용해 채취한 

망간단괴 시료.

그림 2.2.1.4  2002년 단독개발광구 확정시 예상자원량 평가에 이용한 

망간단괴 시료 획득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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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2002년 단독개발광구 75,000㎢에서 계산한 망간단괴 예상자원량 분포.

2.2.2. 추정자원량(Indicated Mineral Resources)

75,000㎢에 달하는 우리나라 광구 전체에서 수행된 예상자원량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일부 

구역(KOMO, BIS 포함)에서 추가로 정점조사를 수행한 후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광구 중 중앙부에 

있는 KR5 구역 중 KOMO, BIS 지역을 포함한 6,740㎢ 부분에서 자원량을 계산·비교하였다. 2002년까지 32개 

정점에서 망간단괴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때 시료채취 정점 간 간격은 평균 14.4㎞이다. 추가로 84개 

정점을 조사한 후 총 116개 정점시료를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한 자원량을 계산하였으며, 이때 시료채취 정점 

간 간격은 평균 3.6㎞이다. 각각의 정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망간단괴 평균값은 8.0±2.7㎏/㎡ 

(32정점)과 8.1±1.7㎏/㎡(116정점)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간격으로 채취한 

정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예상자원량 값이 전체광구의 망간단괴 부존량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그림 2.2.2.1).

예상자원량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 정점에서 망간단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자원량을 추정자원량 범주로 구분하였다. 추정자원량 수준의 자원량 평가는 KR5 구역 중 7개 소구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7개 소구역을 합한 면적은 2,873㎢이며, 시료채취 정점 간 간격은 3.6㎞ 정도로 

예상자원량 평가 때보다 정확도가 개선되었다(그림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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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우리나라 광구 KR5 구역 중앙부 6,740㎢에서 계산한 

예상자원량(좌)과 추정자원량(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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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추정자원량 평가를 수행한 KR5 구역 내 7개 소구역 위치 및 시료채취 정점.

2.2.3. 확정자원량(Measured Mineral Resources)

1단계, 2단계 자원량 평가에서는 FFG와 BC를 이용해 직접 획득한 망간단괴 양을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망간단괴를 직접 채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으나,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경제성 분석에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점자료의 경우에는 가능한 등간격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하나, 탐사 밀도가 상당히 낮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원량 평가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DSC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해저면 영상을 관찰한 결과, 망간단괴의 분포량이 일정하지 않고 

수십~수백m 내에서도 변화가 큼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수~수십㎞ 간격으로 획득한 정점자료로 계산한 

자원량의 수준이 정밀한 확정자원량 단계까지 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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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에 대한 연속적인 2D 자료를 얻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음향탐사장비이다. 음파는 

수심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강도로 이동하며, 이동시간을 통해 정확한 수심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반사된 음향특성 연구를 통해 해저면의 상태나 해저면에 놓여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음향탐사장비는 연구선의 직하방을 조사할 수 있는 단일빔 측심기(single-beam echo-sounders), 연구선의 

양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수심과 영상을 얻는 다중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s), 해저면 가까이 

견인하면서 측정함으로써 영상과 수심자료를 얻는 측면주사음향탐지기(side scan sonar) 등으로 구분된다.  

해저 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망간단괴를 채집하기 위한 채광로봇 운영을 위해서는 지형의 미세한 변화나 

소규모의 지질구조 발달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지형도 작성이 필요하다. 2013, 2014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광구 중 대표구역 일부에서 고해상(120㎑) 심해예인 측면주사음향탐지기(Deep Towed Side Scan 

Sonar, DTSSS, IMI-120)을 이용하여 정밀수심도를 작성한 바 있다. 정밀 수심자료와 함께 획득한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 intensity)를 분석한 결과, 4개의 특징적인 후방산란강도대(BS facies)로 

구분하였다. BS facies는 암반이 직접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적층 위에 놓여 있는 망간단괴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DSC로 획득한 해저면 사진자료에서 추출한 망간단괴 양의 변화 양상은 

후방산란강도의 변화 양상과 잘 대비된다. 두 자료의 대비를 통해 후방산란강도 값을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밀음향 탐사를 수행한 대표구역에 대한 확정자원량 수준의 자원량 평가 

방법을 확립하였다. 하지만 음향자료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할 때 활용한 현장자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자원량 평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2018, 2019, 2021년에 3차례 현장탐사를 

수행하여 해저면 영상자료와 정밀 음향자료를 추가로 획득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탐사에서는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는 변환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 음향자료가 확보된 KR5 구역 중 3개 소구역 내 6개 측선에서 심해저카메라를 이용하여 

추가로 해저면 사진자료를 획득하였다. 사진자료는 기존에 산출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였으며, 이를 후방산란강도 값과 비교하여 음향자료를 망간단괴 양으로 변환하는 계산식을 

정밀화하였다. 2021년에 수행된 마지막 탐사에서는 2013, 2014년 탐사에서 이용했던 동일한 음향탐사 

장비(IMI-120 DTSSS)를 이용하여 대표구역 중 224㎢에 대한 후방산란강도 자료를 획득하고, 총 472㎢ 

구역에서 확정자원량 수준의 망간단괴 자원량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망간단괴 양을 도출한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광구 중 0.6% 정도를 차지하나, 자원량은 1년 반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양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향후 망간단괴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선행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고해상 DTSSS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정밀수심도와 자원량을 계산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확정자원량 평가는 크게 연속적으로 획득한 해저면 영상자료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는 과정(stage 1)과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는 과정(stage 2)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과정에는 그간 

우리나라 광구지역에서 획득한 FFG/BC, DSC, DTSSS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그림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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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확정자원량 평가과정.

2.2.3.1. Stage 1: 해저면 영상에서 망간단괴 양을 산출하는 변환식(I) 도출

우리나라 광구해역의 망간단괴 분포특성과 저서생물 등의 연구를 위해 심해저카메라시스템(DSC)을 

이용하여 해저면 영상을 획득하였다. FFG나 BC를 이용하여 해저면 사진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회수하고 필름을 인화한 이후에야 해저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DSC는 연구선에서 실시간으로 해저면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지점의 사진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SC 연속사진에서 관찰한 결과 망간단괴 

분포량은 수십m 이내에서도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수㎞ 간격으로 획득한 정점시료의 대표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시한다.

DSC 자료를 이용한 자원량 평가의 첫 단계는 사진에서 관찰되는 망간단괴 부분을 부존량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FFG를 이용하여 해저면 사진과 망간단괴 시료를 동시에 획득한 784 정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광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FFG 사진과 망간단괴 양을 비교한 결과 

북쪽과 남쪽의 광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2개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관계식 

도출을 위한 첫 단계로 FFG를 이용해 획득한 사진을 영상분석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망간단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이를 동일한 지점에서 획득한 망간단괴 양과 비교하였다(그림 2.2.3.2). 

우리나라 광구지역에 분포하는 망간단괴는 북위 14°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에서 성인과 분포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사진자료에 나타나는 망간단괴의 비율이 달라진다. KR3~KR7 광구가 분포하고 있는 

남쪽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단괴가 표면구조(거친 r-type)나 화학성분에서 속성기원의 특성을 나타낸다(그림 

2.2.3.3). 속성기원의 망간단괴가 많이 분포하면, 상당수의 망간단괴가 퇴적물에 묻혀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나 실제 획득된 시료의 양이 많은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남쪽지역 사진자료와 망간단괴의 양을 비교한 

결과 많은 정점에서 피복율은 작으나 부존량은 많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총 536 정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쪽지역의 망간단괴 부존량(㎏/㎡)은 0.456*피복률(%)+1.666 (R2=0.423)으로 계산된다(그림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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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 KR2 광구가 분포하는 북쪽지역의 경우 남쪽에 비해 매끈한 표면(s-type)을 지닌 수성기원 단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퇴적물로 덮혀있는 단괴의 양이 적게 나타난다(그림 2.2.3.5). 이 경우 피복율과 망간단괴 양 

사이의 관계는 신뢰도가 높은 정규분포를 보여준다(그림 2.2.3.4). 총 248 정점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쪽지역의 망간단괴 부존량(㎏/㎡)은 0.398*피복률(%)+0.969 (R2=0.626)으로 계산된다. 자원량 

계산에는 DSC로 획득한 영상자료 중 동영상보다는 해상도가 좋은 정지사진 영상을 이용하였다(그림 2.2.3.6). 

그림 2.2.3.2  영상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FG에 부착한 카메라로 획득한 해저면 사진에서 망간단괴가 

차지하는 면적을 부존량으로 변환하는 과정, (a) 사진에서 도출한 망간단괴 비율과 (b) FFG로 채취한 

망간단괴 양을 비교하여 관계식을 도출함.

a

b

그림 2.2.3.3  남쪽광구에서 관찰되는 망간단괴.

(a) 속성기원의 거친 표면 형태와 (b) 화학성분 특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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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영상분석을 통해 도출한 망간단괴 분포면적과 부존율과의 관계 

(파란색: 북쪽 광구, 빨간색: 남쪽 광구).

a

b

그림 2.2.3.5  북쪽광구에서 관찰되는 망간단괴. 

(a) 수성기원의 매끄러운 표면 형태와 (b) 화학성분 특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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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6  (a) 자원량 계산에 이용한 DSC 사진,(b) 경사도, (c) 각 위치별 부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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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2014년 탐사에서 고해상 음향자료를 획득한 

KR5 내 소구역과 DSC 사진자료를 획득한 두 탐사측선 위치(A-A′, B-B′).

2.2.3.2. Stage 2: 음향자료(후방산란강도)에서 망간단괴 양을 산출하는 변환식(Ⅱ) 도출

Stage 2는 고해상 음향자료(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는 변환식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IMI-120 음향자료와 DSC 사진자료를 같이 획득한 KR5 내 소구역 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림 2.2.3.7). 후방산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해역의 상세지형(수심), 퇴적상 분포, 망간단괴 분포양상 

등을 분석하여 후방산란강도와 비교하였다. 

상세지형 특성 

조사지역에는 높낮이 차이를 보이는 골과 마루(trough & hill)가 남-북 방향으로 잘 발달한다(그림 

2.2.3.8a). 조사지역의 수심은 4,800~5,100m 범위로 300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가장자리가 수심이 

낮고 중심부의 수심이 깊게 나타난다. 5° 이상 경사를 가지는 지형은 고도가 높은 마루가 발달한 지역과 잘 

일치하며, 수심이 깊은 지역은 대체로 경사가 5° 이하의 평탄한 지형을 보인다. 특히 경사도가 10°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은 고도가 높은 마루의 사면이나 소규모 함몰지역에서 관찰된다(그림 2.2.3.8b). 

후방산란강도 특성

수심자료와 동시에 획득한 후방산란강도는 흑백으로 표시되는데, 밝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높은 

강도를 나타낸다(그림 2.2.3.8c). 후방산란강도는 강도의 세기에 따라 크게 4개의 범주(BS facies)로 

구분된다(그림 2.2.3.8d). BS1은 가장 낮은 강도를 보이는 부분으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고경사 

부분과 소규모 함몰대 가장자리를 따라 가늘게 분포한다(그림 2.2.3.8d). BS2와 BS3은 중간 정도의 

후방산란강도를 나타내며, 동-서 방향으로 교호해서 분포한다. 강도가 가장 센 BS4는 조사 지역 중간에 

발달한 소규모 해저산 경사부를 따라 타원형으로 발달하고 있다(그림 2.2.3.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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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상 특성

퇴적층의 특성과 후방산란 강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IMI-120로 조사한 동일한 지역에서 획득한 

고해상 천부지층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음향상을 분석하였다. 탄성파 자료는 IMI-120에 장착된 4.5㎑ 

단일빔천부지층탐지기(single beam sub-bottom profiler)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고해상 탄성파 탐사 

단면에서 관찰되는 반사면들은 퇴적물의 밀도와 음파속도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획득한 

음향특성을 이용하여 퇴적층을 구성하는 퇴적물의 특성, 형태 및 퇴적작용을 알아낼 수 있다.

탄성파 자료에서 해저표면 반사파(surface or bottom echo)와 지층내부 반사파(subbottom echo or 

internal reflector)의 반사강도, 연속성, 형태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음향상을 구분하였다(그림 2.2.3.9). 

음향상1(Echo type1)은 해저면의 반사면이 뚜렷하며, 연속성이 좋은 퇴적층 내부 반사층이 여러 개 발달해 

있다. 깊이가 증가할수록 내부 반사층의 명확성은 감소하지만 100m 이상의 퇴적층까지 내부 반사층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향상2(Echo type2)는 명확한 표면 반사층과 중첩되어 있는 모호한 내부 

반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반사층 중간에는 쐐기모양의 투명층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음향상1/2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 부분에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다. 음향상3(Echo type3)은 음향상1/2에서 관찰되는 

평행한 내부 반사층이 표면 반사층에 의해 잘린 형태로 관찰된다. 이 음향상은 작은 규모의 해저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은 지역 중 10° 이상의 경사를 보이는 부분에서 잘 관찰된다. 음향상3은 강한 해류에 

의한 침식작용이나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음향상4(Echo type4)는 강한 표면 반사파가 

특징이며, 내부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모호한 반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음향상 중에서 가장 강한 

표면 반사파를 보이는 것은 기반암의 노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망간단괴 분포 특성

IMI-120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분포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소구역 내 2개 측선에서 

심해저카메라로 획득한 해저면 연속사진을 이용하여 망간단괴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2.2.3.10). 

해저면 영상자료는 소구역 중앙에서 동-서 방향으로 4.5㎞ 구간(A-A´)과 서쪽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3.2㎞ 구간(B-B’)에서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구역 중앙, 동-서 방향 A-A´측선에서 계산한 망간단괴 양은 2.3~19.2㎏/㎡(11.1±4.6, n=252) 

분포를 나타낸다. 망간단괴 양은 수십~수백m 구간 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경계부위에서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서쪽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조사한 B-B’구간에서 망간단괴 양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없이 일정하게 

높은 값을 나타낸다. B-B’구간 망간단괴 양은 15~20㎏/㎡(n=182) 범위이다. 

후방산란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후방산란강도는 음향이 반사되는 해저면의 경사, 투과되는 퇴적층의 내부특성, 해저면의 거칠기 또는 

표면 위 이상 물체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해역의 후방산란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정하기 위해, BS facies를 지형, 퇴적상, 망간단괴 분포양상과 비교하였다. 

가) 지형-후방산란강도: 지형도와 비교하였을 때 수심의 변화와 후방산란강도 값의 변화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2.2.3.8). 하지만 가장 약한 후방산란강도를 보이는 BS1이나 

가장 강한 강도를 나타내는 BS4는 경사도가 큰 부분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약한 

후방산란강도 값을 보이는 BS1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경사도가 큰 고지형이나, 돌출부와 함몰대의 

가장자리에서 경사도가 큰 사면을 따라 발달한다. 선상에서 수중으로 방출된 음향신호가 경사부에 

부딪친 후 돌아올 때 수신부의 위치에 따라 후방산란강도가 증폭되거나 상쇄되는 현상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사도가 큰 부분에서 관찰되는 BS1은 일차적으로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변에 비해 매우 강하거나 약한 후방산란 분포는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지형특성과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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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수심자료에서 추출한 경사도에서 5° 이상의 구간을 구분해보면 이상적인 후방산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경사도가 큰 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구역 중앙에 경사도가 10° 이상인 

소규모 해저산에서는 후방산란 값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서쪽 경계부에 발달한 남-북 

방향의 급경사부는 후방산란 값이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쪽에 작게 발달한 함몰대에서도 

후방산란 값이 이상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경사도가 큰 부분에서는 

지형적인 특성이 일차적으로 IMI-120의 후방산란강도 값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음향상-후방산란강도: 음향상과 후방산란강도를 비교한 결과, 음향상4와 BS4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대비되지 않는다. 4개 음향상 중 기반암의 노출에 의해 강한 표면 반사파가 특징인 

음향상4의 분포형태가 BS facies 중 가장 강한 후방산란강도가 특징인 BS4와 잘 일치한다(그림 2.2.3.9c). 

이는 기반암이 노출된 해저산과 같은 경우, 지형적인 요소와 해저면 특성(음향상)이 후방산란강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다) 망간단괴 양-후방산란강도: 심해저카메라 사진을 이용해 망간단괴 양을 계산한 A-A’구간은 

후방산란강도가 가장 낮은 BS1이 중앙부에 나타나며, 나머지 구간은 BS2/3이 교호해서 분포한다(그림 

2.2.3.11). 심해저카메라가 진행한 궤적을 따라 후방산란 강도의 절대값을 도시하였다(그림 2.2.3.11, 

2.2.3.12). A-A’구간에서 후방산란강도 값은 대체적으로 105~115㏈의 범주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연한색으로 표시된 BS2의 절대 값이 110㏈ 이하로 낮게 나타나며, BS3 부분은 11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중앙의 BS1 구간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구간에서 

도출한 망간단괴 분포 또한 양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수십~수백m 구간 동안 망간단괴 양이 큰 

변화없이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망간단괴 분포양상에 따라 A-A 전체를 총 10개 구간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BS facies와 대비하였다. 전반적으로 후방산란강도가 낮은 BS2는 망간단괴 양이 

적은 부분과 잘 대비되며, 후방산란강도가 높은 BS3 부분은 망간단괴의 양이 많은 구간과 대비된다. 

BS1으로 구분한 구간 6은 경사도가 커 짧은 구간 내에서 후방산란강도의 편차가 큰 구간으로, 

후방산란강도 평균값이 큰 것에 비해 망간단괴의 양이 적게 나타난다. 서로 대비되는 후방산란음향상 

소구간과 망간단괴 분포양상 소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두 장비를 각각 운영할 때 

연구선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거나, 해수 중에 견인한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B-B’ 구간은 후방산란 도면에서 후방산란강도가 비교적 큰 BS3에 해당한다(그림 2.2.3.12). 후방산란강도의 

절대값은 A-A’ 구간보다 큰 110~115㏈ 정도의 범주를 나타낸다. 3개의 지점에서 후방산란강도 값의 편차가 

크게 관찰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값을 반영하기 보다는 IMI-120 측선이 겹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해석된다.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의 분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관찰되는 점은 IMI-120로 획득한 

후방산란강도 값이 해저면에 분포하고 있는 망간단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A-A’의 구간 6과 같이 경사가 큰 부분(경사도 10° 이상)에서는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보다는 지형적인 

특성이 후방산란강도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 음향탐사를 통해 획득한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환산하기 위해 구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두 자료를 대비하였다. A-A’에서 구간 6을 제외한 9개 

구간의 후방산란강도 값은 105~111㏈ 분포를 보이며, 이에 대응하는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4~16㎏/㎡ 사이의 분포를 나타낸다(그림 2.2.3.13). B-B 측선에서 오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후방산란강도 평균값은 112㏈이며,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18㎏/㎡에 달한다. 10개 구간 값을 

이용하여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사이의 관계식 y(망간단괴 양)=1.8653x(후산란 강도)-190.68 

(r2=0.972)을 도출하였다(그림 2.2.3.13). 여기서 상관관계 값 r2이 0.972로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은 

각 자료의 분포가 양 극단에 존재하는 덤벨효과(확인필요)로 볼 수도 있으나, 그래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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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두 자료 사이의 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속자료를 이용하여 

망간단괴 자원량을 산출한 최초의 시도이며, 자원량 평가 분류상 가장 정밀한 단계인 

확정자원량(Measured Mineral Resources) 범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량 산출 관계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IMI-120 후방산란강도 자료에서 특징적으로 잘 구분되는 구간에 대해 좀 더 

많은 영상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통계처리가 필요하다.

후방산란강도-망간단괴 양 변환식의 정교화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변환시키는 관계식을 정교화하기 위해 2018년과 2019년 탐사에서 추

가로 6측선에 대한 해저면 영상자료를 획득하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 망간단괴 양을 계산하였다(그림 

2.2.3.14).

가) A1 측선: A 소구역 상부, 3,520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 영상탐사 구간은 

10°2’22’’N, 131°47’37’’W~10°2’24’’N, 131°45’37’’W 이며, 수심은 4,990~5,077m의 범위이다. 심해저카메

라는 7시간 6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2,321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A1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강

도에 따라 9개의 소구간(A1.1~A1.9)으로 구분하였다. 9개의 소구간 중 A1.2와 A1.8의 후방산란강도 

값은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사도가 5° 이상인 지역으로 망간단괴 양보다는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구역으로 해석된다(그림 2.2.3.15). 두 구간을 제외한 7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

도 변화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16, 2.2.3.17). 7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평균값은 108.85~111.72㏈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4.5~15.62㎏/㎡ 범위를 나

타낸다(표 2.2.3.1, 그림 2.2.3.17). 지형의 영향을 받은 2개 소구간을 제외한 7개 소구간의 평균

값을 변환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나) B1 측선: B 소구역 상부, 5,280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표 2.2.3.2, 그림 

3.2.3.20). 영상탐사 구간은 9°59’31’N, 131°35’47’’W~9°59’31’’N, 131°32’54’’W이며, 수심은 4,901 

~4,963m 범위이다. 심해저카메라는 9시간 34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4,252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B1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강도에 따라 8개의 소구간(B1.1~B1.8)으로 구분하였다. 8개 소구간 모두에서 

후방산란강도 변화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18~2.2.3.20). 8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평균값은 105.89~111.37㏈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4.7~17.7㎏/㎡ 범위

를 나타낸다. 8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을 변환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다) B2 측선: B 소구역 중앙, 3,100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 영상탐사 구간은 

9°58’54’’N, 131°37’49’’W~9°58’54’’N, 131°35’39’’W 이며, 수심은 4,860~4,998m 범위이다. 심해저카메

라는 5시간 43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2,768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B2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강도

에 따라 5개의 소구간(B2.1~B2.5)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소구간 중 B2.1와 B2.5의 후방산란강도 값

은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사도가 5° 이상인 지역으로 망간단괴 양보다는 지형의 영향

을 크게 받은 구역으로 해석된다(그림 2.2.3.21). 두 구간을 제외한 3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변화

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22, 2.2.3.23). 3개 소구간의 후방산란

강도 평균값은 106.52~112.00㏈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6.53~17.82㎏/㎡ 범위를 나타낸다(표 

2.2.3.3, 그림 2.2.3.23). 지형의 영향을 받은 2개 소구간을 제외한 3개 소구간의 평균값을 변환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라) C1 측선: C 소구역 중앙, 3,602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 영상탐사 구간은 9°51’ 

58’’N, 131°42’52’’W~9°52’01’’N, 131°45’23’’W이며, 수심은 4,966~5,057m 범위이다. 심해저 카메라는 

10시간 37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4,587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C1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 강도에 

따라 10개의 소구간(C1.1-C1.10)으로 구분하였다. 10개의 소구간 중 C1.9와 C1.10의 후방산란  강도 

값은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사도가 5° 이상인 지역으로 망간단괴 양보다는 지형의 영

향을 크게 받은 구역으로 해석된다(그림 2.2.3.24). 두 구간을 제외한 8개 소구간의 후방 산란강도 

변화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24~2.2.3.26). 8개 소구간의 후방

산란강도 평균값은 103.07~109.05㏈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4.2~15.2㎏/㎡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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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4, 그림 2.2.3.26). 지형의 영향을 받은 2개 소구간을 제외한 8개 소구간의 평균값을 변환

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마) C2 측선: C 소구역 중앙, 4,350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 영상탐사 구간은 

9°51’09’’N, 131°45’00’’W~9°51’02’’N, 131°42’40’’W이며, 수심은 4,860~4,998m 범위이다. 심해저 카메라

는 7시간 4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3,231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C2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강도에 

따라 9개의 소구간(C2.1~C2.9)으로 구분하였다. 9개 소구간 모두에서 후방산란강도 변화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27~ 2.2.3.29). 9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평균값

은 101.12~109.36㏈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3.30~13.35㎏/㎡ 범위를 나타낸다(표 2.2.3.4, 그

림 2.2.3.29). 9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을 변환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바) C3 측선: C 소구역 하부, 5,205m 길이 구간의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 영상탐사 구간은 

9°49’41’’N, 131°45’01’’W~9°49’43’’N, 131°42’10’’W이며, 수심은 5,000~5,106m 범위이다. 심해저 

카메라는 9시간 28분 동안 운용하였으며, 총 4,114장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C3 조사 측선은 

후방산란강도에 따라 19개의 소구간(C3.1~C3.19)으로 구분하였다. 19개의 소구간 중 C3.6의 

후방산란강도 값은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사도가 5° 이상인 지역으로 망간단괴 

양보다는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구역으로 해석된다(그림 2.2.3.30). C3.6 소구간을 제외한 18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변화와 망간단괴 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2.2.3.31, 

2.2.3.32). 18개 소구간의 후방산란강도 평균값은 99.81~107.45㏈ 범위, 망간단괴 양의 평균값은 

3.6~14.5㎏/㎡ 범위를 나타낸다(표 2.2.3.6, 그림 2.2.3.32). 지형의 영향을 받은 2개 소구간을 

제외한 8개 소구간의 평균값을 변환식 산출에 활용하였다.

가채량 환산 변환식 도출

고해상 후방산란도를 획득한(2013~2014년 탐사) 바 있는 A, B, C 3개 소구역 중 선정한 8개 측선에서 

심해저카메라를 이용해 도출한 망간단괴 양을 비교해서 정교해진 가채량 환산식을 도출하였다. 2016

년 치환식 개념을 확립할 때 이용한 10개 소구간 자료를 포함하여, 2018년에 획득한 19개 소구간 자

료, 2019년 탐사 시 획득한 34개 소구간 등 총 63개 소구간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 2.2.3.33). 63개 

소구간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변환식(Ⅱ)은 다음과 같다(그림 2.2.3.34). 

Y(망간단괴 양)=1.3768*X(후방산란강도)-137.5118 (r2=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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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KR5 내 소구역 (a) 상세지형, (b) 경사분포, 

(c) 후방산란분포, (d) 후방산란구분도(BS f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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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고해상 천부지층 탄성파 자료를 이용해 구분한 (a) 4개의 음향상 특성, 

(b) 지형자료와 (c) 후방산란자료 지도 위에 표시한 각 음향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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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0  A-A′측선(가운데)과 B-B′측선(아래)에서 심해저카메라로 획득한 망간단괴 분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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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1  (a) 후방산란자료 지도 위에 표시한 각 음향상 분포, (b) A-A′측선의 수심, 

(c) 후방산란강도, (d) 망간단괴 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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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2  (a) 후방산란자료 지도 위에 표시한 각 음향상 분포, (b) B-B′ 측선의 수심, 

(c) 후방산란강도, (d) 망간단괴 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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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3  A-A′, B-B′ 측선에서 계산한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의 box and whisker 

다이어그램과 후방산란강도를 망간단괴 양으로 치환하는 변환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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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4  후방산란강도-망간단괴 양 변환식 작성에 이용한 DTSSS(IMI-120)와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A)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 중 남쪽광구 지형도, B) 대표구역 IMI-30(30kHz) 후방산란도, 

C) 3개 소구역 고해상(120kHz) 후방산란도. 짧은 점선은 2015년 이전, 긴 점선은 2018년, 실선은 

2019년에 조사한 측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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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5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A1.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9개의 소구간으로 구분(A1.1~A1.9). 

소구간 A1.2, A1.8은 경사도가 5° 이상으로 지형기복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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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6  A1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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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A1.1 105.73~114.30 111.72 13.11~17.91 15.89

A1.2 96.25~113.51 108.19 2.64~17.83 8.57

A1.3 105.99~114.51 111.43 7.71~16.84 13.15

A1.4 105.23~112.11 108.85 3.57~6.57 4.5

A1.5 107.41~114.09 110.69 3.61~19.45 15.39

A1.6 104.48~113.32 109.34 5.43~10.19 7.88

A1.7 107.00~115.04 111.25 11.20~19.62 15.62

A1.8 104.30~114.08 110.15 1.67~16.94 10.79

A1.9 107.06~113.14 111.66 11.38~17.37 14.92

표 2.2.3.1  B1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그림 2.2.3.17  A1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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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8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B1의 후방산란강도 특성.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8개 소구간으로 구분(B1.1-B1.8).

.



- 56 -

그림 2.2.3.19  B1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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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0  B1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B1.1 106.03~115.57 110.18 9.53~20.36 16.82

B1.2 100.64~109.47 105.89 3.55~9.10 6.06

B1.3 104.28~113.64 108.86 4.85~15.98 11.47

B1.4 106.59~115.85 111.37 5.09~19.15 12.10

B1.5 102.08~113.97 109.53 7.27~20.41 16.59

B1.6 103.38~110.23 106.50 3.63~6.49 4.67

B1.7 104.70~114.47 110.15 5.17~18.74 13.50

B1.8 106.18~115.42 110.65 12.71~21.24 17.67

표 2.2.3.2  B1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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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1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B2.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5개의 소구간으로 구분(B2.1~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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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2  B2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B2.1

B2.2 103.57~14.83 109.75 10.76~23.30 16.22

B2.3 98.82~113.76 106.52 3.76~11.93 6.53

B2.4 108.09~116.92 112.00 13.14~19.83 17.82

B2.5

표 2.2.3.3  B2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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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3  B2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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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4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C1의 후방산란강도 특성.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10개의 소구간으로 

구분(C1.1~C1.10). 소구간 9, 10은 전 구간의 경사도가 5°이상으로 지형기복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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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5  C1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C1.1 99.64~111.40 104.99 3.14~6.12 4.20

C1.2 102.59~114.21 109.05 3.05~17.98 12.44

C1.3 97.71~114.99 105.77 4.86~16.75 11.46

C1.4 101.81~113.20 108.11 6.98~17.35 13.77

C1.5 99.14~110.59 104.08 3.44~5.32 4.22

C1.6 100.78~115.31 108.16 6.46~19.46 13.04

C1.7 100.44~109.88 103.64 4.21~6.65 5.18

C1.8 102.06~113.42 108.06 3.34~18.47 14.04

C1.9 96.31~111.25 103.07 2.89~19.83 7.81

C1.10 103.86~116.02 108.27 12.43~17.81 15.15

표 2.2.3.4  C1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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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6  C1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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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7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C2.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9개의 소구간으로 구분(C2.1~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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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8  C2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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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C2.1 102.76~112.82 108.34 6.87~15.87 13.35

C2.2 99.05~109.20 103.77 2.79~7.81 3.53

C2.3 104.03~113.84 107.93 2.88~16.18 11.76

C2.4 100.78~113.18 106.31 3.31~9.18 6.31

C2.5 100.04~111.14 109.36 3.07~15.85 12.66

C2.6 104.06~113.98 105.33 3.30~8.94 5.62

C2.7 100.97~109.98 107.48 3.54~12.65 9.09

C2.8 101.39~113.72 105.83 2.60~7.71 4.41

C2.9 94.12~111.13 101.12 2.40~4.99 3.30

표 2.2.3.5  C2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그림 2.2.3.29  C2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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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0  심해저카메라 조사 측선 C3의 후방산란강도 특성. 후방산란강도 변화에 따라 19개의 소구간으로 

구분(C3.1~C3.19). C3.6번 소구간은 경사도가 5°이상으로 지형기복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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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1  C3 측선 소구간별 해저면 대표사진과 이미지 분석으로 계산한 망간단괴 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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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2  C3 측선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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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3  2015년 이전(10소구간), 2018년(A1, B2, C2), 2019년(B1, C1, C3) 획득한 

소구간 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평균값 비교.



- 71 -

그림 2.2.3.34  63개 소구간 자료를 이용해 수립한 가채량 환산 치환식.

소구간
후방산란강도 망간단괴 양

범위 평균값 범위 평균값

C3.1 97.96~110.74 103.15 3.28~5.32 4.19

C3.2 101.34~111.00 107.11 6.08~14.69 12.03

C3.3 97.90~109.25 105.57 3.84~11.06 7.27

C3.4 95.26~104.15 99.81 2.66~4.89 3.61

C3.5 101.21~109.47 105.24 3.91~8.60 6.66

C3.6 97.15~107.66 102.27 2.95~5.57 3.90

C3.7 102.46~108.58 105.50 5.02~7.22 6.04

C3.8 97.81~106.73 102.10 3.01~4.83 3.72

C3.9 101.04~107.12 104.65 4.34~9.39 6.35

C3.10 100.13~105.00 103.11 3.37~5.34 3.86

C3.11 103.54~106.97 104.97 5.62~8.47 7.08

C3.12 97.75~105.63 101.80 2.86~6.14 3.88

C3.13 101.31~106.93 104.65 4.74~7.29 5.98

C3.14 96.36~106.25 100.70 2.75~5.79 3.62

C3.15 100.85~109.48 106.01 5.96~10.13 8.72

C3.16 96.93~109.54 104.29 2.72~10.60 5.51

C3.17 101.69~111.69 106.65 5.42~16.42 10.84

C3.18 101.74~109.93 106.20 4.71~8.53 6.48

C3.19 102.67~113.11 107.45 9.99~17.37 14.55

표 2.2.3.6  C3 측선에서 계산한 소구간별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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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대표구역 망간단괴 매장량 산출(Measured Mineral Resources)

대표구역에서 시범적으로 ‘Measured Mineral Resources’ 수준의 매장량 평가를 위해 2021년 300㎢에 

달하는 지역에서 고해상 후방산란자료를 획득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 탐사에서 획득한 200㎢ 구역의 자료를 

더해 총 500㎢에 대한 매장량 평가를 수행하였다(그림 2.2.3.35).

탐사장비(IMI-120 시스템)

심해예인 측면주사음향시스템(DTSSS)은 해저면 표층에 분포하는 매질에서 후방산란되는 신호의 강도 

차이를 이용하여 지형적인 요소를 찾거나 혹은 표층 아래 묻힌 물체 등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그림 2.2.3.36). 이번 탐사에 사용된 DTSSS는 하와이대학 Hawaii Mapping Research Group 

(HMRG)의 IMI-120 시스템이다. IMI-120 시스템은 해저면의 표층 퇴적상황 및 지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이드스캔 소나(multibeam phase difference bathymetric side scan sonar)와 천부지층탐사기(singlebeam 

sub bottom profiler)로 구성되어 있다. IMI-120 시스템의 최대 해저면 수평거리 측정 폭(swath width)은 

평평한 해저면을 가정할 때 1㎞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120㎑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m 단위의 수평 분해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의 에너지 전파 손실로 인해 탐사 시 해저면으로부터 100~150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획득

2013년과 2014년 탐사에서 획득한 A 소구역(53.43㎢), B 소구역(60.83㎢), C 소구역(83.38㎢)과 

연계하여, 2021년 탐사에서는 B 소구역과 C 소구역 사이에 D 소구역(293㎢)을 설정하고 IMI-120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해저지형도와 후방산란 자료를 획득하였다(그림 2.2.3.35). 동-서 방향으로 총 18개의 

측선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 측선의 길이는 27.44㎞이다. IMI-120 시스템의 수평거리 측정 폭(1㎞)과 

자료 간 중첩률을 고려하면 측선간 간격을 0.4~0.5㎞ (중첩률 50% 이상)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탐사에서는 탐사 기간을 고려하여 0.6㎞로 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선 운항 속도는 측선조사 시 

2.3knots, 측선변경 시 4knots로 회전하였다. 측선변경 시에는 분당 3° 이하로 회전하기 위해 바로 다음 

측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1번 → 6번 → 2번 → 8번 → … → 17번 → 13번 → 18번 → 14번 측선 순서로 

조사하였다. 2번과 18번 측선 조사 시 해황이 좋지 않아 연구선의 방향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2번 

측선 전부와 18번 측선 일부에서 자료획득에 실패하였다.

후방산란 특성

정밀수심 자료와 함께 획득한 후방산란강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 3개 소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4개의 

특징적인 후방산란강도대(BS facies)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2.3.37). 수심도에서 잘 관찰되는 것처럼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구조를 따라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BS1 facies가 나타난다. 구조대의 가장자리나 

소규모의 해저산이 발달한 부분에서는 밝은색으로 표시된, 높은 값의 BS4 facies가 관찰된다. BS1, BS4 

facies가 발달한 부분은 경사도 분석결과, 경사도가 5°이상으로 채광기의 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된다. 망간단괴 정밀 매장량 평가 시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매장량 산출

63개 소구간에서 획득한 후방산란강도와 망간단괴 값을 이용해 도출한 치환식, 

Y(망간단괴 양)=1.3768*X(후방산란강도)~137.5118 (r2=0.684)

을 이용하여 대표구역 내 472㎢ 구역의 매장량을 산출하였다(표 2.2.3.7, 그림 2.2.3.38). 472㎢ 중 

채광기의 운용이 가능한 경사도 5°이하의 지역은 총면적의 76.7%에 달하는 362.1㎢이며, 망간단괴 평균 

부존량은 12.15㎏/㎡이다. 총 매장량은 440만톤으로, 향후 개발 시 약 1.5년간 개발할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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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5  고해상 후방산란자료 획득구역과 2021년 IMI-120 조사 측선도 

(측선 번호는 북쪽→남쪽으로 1번→18번).

그림 2.2.3.36  심해예인소나시스템 모식도(좌) 및 IMI-120 시스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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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7  IMI-120 탐사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정밀수심도, 후방산란도, 

2021년에 획득한 D 소구역 후방산란도 확대도면.



- 75 -

구분
총 면적

(㎞2)

5° 이하 경사

(㎞2)

비율

(%)

평균부존량

(㎏/㎡)

매장량

(만톤)

A 소구역 53.43 40.89 76.5 8.95 31.11

B 소구역 60.83 36.82 60.5 10.38 38.21

C 소구역 83.38 60.24 72.2 12.45 75.02

D 소구역 274.37 224.15 81.7 13.19 295.71

합계 472.01 362.10 76.7 12.15 440.05

표 2.2.3.7  대표구역 내 4개 소구역에서 계산한 망간단괴 매장량

그림 2.2.3.38  IMI-120 후방산란도를 이용해 산출한 망간단괴 매장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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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영향평가 기반 구축

2.3.1. 서문

2.3.1.1.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배경 및 필요성

2.3.1.1.1. 배경

2000년 7월 13일 국제해저기구(ISA)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조사 및 탐사에 관한 규칙(이하 심해저 

광업규칙)을 채택(ISBA/6/A/18)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저와 대양저 및 그 하층토의 모든 자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고 자원개발은 해양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해 광물자원은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매우 느리게 형성되며, 심해 생물상은 희귀성, 고유성, 

다양성이 높고 보존의 가치가 높다. 하지만 채광으로 인해 훼손된 해저자원과 환경의 복원 속도는 매우 

느려, 채광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심해 과학조사가 필수적이다(BGR. 2018). 채광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논의되는 모든 채광 기술에 대한 두 가지 공통점은 (1) 표층 생물을 포함한 해저 표면을 

제거하고, (2) 광물 파편 및/또는 퇴적물로 구성된 플룸이 생성되어 채광지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심해저에서의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변화와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 복원하기 

위해 기초 환경 자료 및 정보의 획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개발자 또는 계약자에게 

요구(ISBA/7/LTC/Rev.1)하였다. 그리고 ISA는 심해저 자원개발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영향 평가를 기초환경 조사 

단계와 환경영향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탐사 및 개발 활동의 진척에 따른 환경조사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였다(그림 

2.3.1.1).

그림 2.3.1.1  일반적인 해저광물자원개발단계 구분 및 각 단계별 필요한 자원개발과정과 이에 병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리 과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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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환경 조사단계는 해양환경을 구성하는 기초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해저 활동 주체에게 

해양조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항목) 및 표준적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심의, 

개정(ISA, 2013, 2019)하고 있으며 탐사 중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에 대해서 국제해저기구는 

규정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아래와 같다(ISA 2019, ISBA/25/LTC/6).

◦ 해저에 인공적인 교란과 플륨을 만드는 퇴적물 교란 시스템의 사용

◦ 집광 시스템 및 장비 테스트

◦ 배출 시스템 및 장비 테스트

◦ 선상 시추 장비를 사용한 시추 활동

◦ 10,000m2를 초과하는 망간단괴 구역에서 epibenthic sled, 드렛지, 트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한 샘플링

◦ 육상에서 광물의 제련시험을 위한 대량의 광체시료 채취

국제해저기구는 계약자가 제안한 활동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가 수행해야할 전제조건

과 국제해저기구에 제공해야할 정보 및 자료 및 활동 완료 후 수행해야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ISA 2019, ISBA/24/LTC/6)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템플릿의 초안을 작성하였다(ISA 2018, ISBA/ 24/ 

LTC/WP.1/Add.1). 

2.3.1.1.2. 필요성

심해저 광업은 아직 실질적인 상업 채광이 시작되지 않아 다른 산업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의 

채광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2.3.1.2). 

◦ 집광기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저서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 집광시스템과 양광시스템, 그리고 채광선 및 운반선박을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빛

◦ 집광기 운용시 발생하는 퇴적물 풀룸에 의한 영향

◦ 선광잔류물을 다시 수층으로 배출시 생성될 수 있는 잔사 풀룸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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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망간단괴 채광 모식도 및 주요 환경영향 요인.

심해저 광업의 환경영향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와 같은 주요 환경관리 문제는 이미 관련 산업에 의해 

상세히 검토되고 문서화되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초기부터 최선의 환경관행을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야하고, 규제 당국은 심해저 광업의 높은 수익성과 안전 및 환경 관리를 보장하는 종합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EIA)를 통해 제안된 모든 활동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규제 당국이 평가를 검토하도록 지원하고 광업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2.3.1.2. 독점 탐사지역 및 환경연구

대한민국의 망간단괴 광구지역은 1994년 동태평양 C-C지역에 세계 7번째로 개발광구 150,000㎢를 

등록하였고 이후 8년간의 탐사결과 2002년에 최종독점 75,000㎢를 확보하였다(그림 2.3.1.3). 또한 2001년 

국제해저기구와 대한민국정부는 15개년 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5년간의 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2016~2020년) 탐사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이 심해 지역은 4,000m에서 6,000m 사이의 수심이 

특징이며 망간단괴라고도 불리는 다금속 단괴로 빽빽하게 덮여 있으며 평균적으로 망간은 30%, 구리, 

니켈, 코발트는 약 3% 함유되어 있다. 특히 이 마지막 세 개의 금속은 미래의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이 

된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미량 금속인 티타늄, 몰리브덴, 리튬 및 네오디뮴 등이 부존하고 있다. 한국 

광구지역의 망간단괴 자원은 약 5억 6천만톤으로 추정된다.

  



- 79 -

그림 2.3.1.3  동태평양 C-C지역 내 망간단괴 탐사지역(붉은색: 대한민국(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광구지역(7개 지역). 출처: ISA).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과 15개년 탐사계약을 근거로 환경 기초자료 수집을 요구하였고 1994년 이후 

총 3단계에 걸친 환경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2.3.1.4). 

그림 2.3.1.4  대한민국 북동 태평양 망간단괴 독점광구해역에 대한 단계별 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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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는 기초환경연구(1994~2002년)로 할당광구(150,000㎢) 내 단독개발광구(75,000㎢)를 확정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으로 실해역 탐사는 자원량 조사 위주로 수행이 되었고 이 기간동안 환경연구는 광구 내 

환경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KR5 광구 내 장기모니터링 정점(KODES Long term Monitering station, 

KOMO)을 선정하여 매년 환경변화를 관측하였다. 자연 변화범위에 대한 조사는 향후 인위적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2 단계는 광역/정밀환경연구(2003~2010년)로 환경인자의 광역적 분포와 광구 내 정밀분포를 조사하여 

자연변화량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장기모니터링을 위해 KOMO 정점에 계류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채광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존지역을 자연변화 범위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된 장기모니터링 정점인 KOMO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인위적 시험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을 파악을 위해서 저층충격시험을 

수행하고자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KOMO와 환경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저층충격지역(BIS, Benthic 

Impact Site)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잔사배출 수심을 선정하였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기초환경도(해양수산부, 

2007)와 정밀환경도(국토해양부, 2010)를 발간한 바 있다. 수집된 환경인자들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Database system을 구축하였다.

3 단계는 환경교란 평가기술 정립을 위해서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을 정밀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존지역과 충격지역간의 환경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잔사 및 저층풀룸의 확산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충격시험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환경인자들의 자료 및 시료 채취와 분석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환경조사 수행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개발권 발급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 탐사권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의 표준화와 추가자료를 확보하였고 Web GIS 기반의 환경 Database를 구축하고 환경자료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그림 2.3.1.4). 또한 자원량평가 연구에서는 전체 광구에 대한 조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집중탐사지역을 우선채광지역(40,000㎢)에서 1차 채광지역(20,000㎢)으로 연구지역을 좁혀서 정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상업채광에 대비한 채광도 작성을 위해 300만 톤의 망간단괴 채광이 가능한 1,000㎢ 면적의 

대표구역(Pilot area)을 선정하였다. 

국제해저기구가 전문가집단의 워크샵을 통해 저서동물에 대한 채집 및 분석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었고 

2016년 5년간(2016~2020년) 탐사계약을 연장하면서 채집방법의 표준화에 따른 자료의 보완과 기존 자료가 

광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환경보전지역(APEI, Area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그리고 새로운 장비(Epibehenic sled(EBS), benthic lander)를 통한 단기이지만 새로운 

환경자료를 탐사연장기간동안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2018, 2019, 2021년 3번의 실해역 탐사를 저층 

충격지역(BIS), 보존지역(KOMO), 대표구역(Pilot Area)을 포함하는 KR5 광구지역에서 수행하여 저서생물의 

분포 및 EBS 이용한 표서생물의 시료와 benthic lander를 통한 수층과 퇴적층 경계면에서의 화학인자들의 

거동과 산소소모량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Baited Trap을 이용해 수집된 저서어류의 분류 및 장기 내 금속함량 

자료도 획득하였다(2.3.3.2.4.와  2.3.4.2.3. 참조).

2.3.1.3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목표 및 내용

2.3.1.3.1.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목표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중 국제영향평가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는 "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 이전 단계로 개발 행위로 인한 생물·물리적, 사회적 

및 기타 관련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 및 예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EIA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Senécal et al., 1999). 

◦ 환경 고려 사항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고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되도록 보장

◦ 개발의 중요한 생물적, 물리적, 사회적 및 기타 관련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 최소화 또는 상쇄

◦ 기능을 유지하는 생태적 과정과 자연 시스템의 생산성과 수용력을 보호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자원 사용 및 관리 기회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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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권 및 대기 연구소(Newzeland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e, NIWA)는 2014년 광산관리를 

위한 환경영향관리 지침을 개발하였고 이를 2017년 수정 보완하여 뉴질랜드 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Clark, et al., 2017). ISA는 2012년 피지에서 환경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주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하위 그룹은 파푸아 뉴기니의 열수광상 개발권 신청시 Nautilus 

Minerals가 제출한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EIA) 템플릿(ISA 2012, 

2018)을 개발하였고 계속적인 심의, 개정를 통해 최종안을 개발 중에 있다. 본 지침서는 NIWA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 3가지를 지침서 

개발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 해양 환경 영향 관리를 위한 과학 기반 지침 개발

◦ 해양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연구 제시

◦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환경기초조사 및 모니터링계획 개발 

이 지침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환경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1.3.2.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내용

본 EIA 보고서는 2017년 8월에 출판된 지역 광물자원 개발 규정 초안(ISBA/23/LTC/CRP.3)의 부속서 V에서 

제시된 환경영향보고서 템플릿과 ISA의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Clark et al., 2017, ISA, 

2018, BGR, 2018)몇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지침은 저층충격시험이나 독일의 집광기 시험과 같은 소규모의 충격실험을 가정하였고 환경적 

영향도 매우 단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수행됨으로 상업적 채광과는 구별되어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항은 본 지침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가정된 환경 영향의 규모는 실제로 해당 지역의 해양과학 

연구수행에 과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UNCLOS 256조). 본 시험에서 해저면의 단괴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해수면으로 운송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한 상황정보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예: 

운송/자재 취급, 현장 처리, 커미셔닝 및 폐로, 제품 관리, 폐쇄 계획). 더욱이 단기간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이후 시험구역에서 충격실험이 중단되기 때문에 명확한 환경정책을 따르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관리시스템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보존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 모니터링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실제 집광기를 현장에 투입하고 환경영향을 파악하고자 

계획한 독일(BGR, 2018)의 경우와 달리, 본 지침에서는 규모면에서 유사한 시험을 가정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실제 

저층충격시험이 수행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침 작성에 참고가 된 

국제해저기구의 EIA 템플릿과 NIWA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에는 간략한 설명으로 EIA 작성을 저술하고 

있다(Clark et al., 2017, ISA 2018, BGR, 2018). EIA 작성에 있어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개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환경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독일이 제출한 

EIA 형식(BGR, 2018)을 대부분 따랐다.

2.3.2. 정책, 법률 및 관리 상황

2.3.2.1. 채광 및 환경관련 법률, 협정 및 정책

환경영향평가(EIA)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LOSC)에 의해 정의된 "공해 (Area)"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예: 해저 및 해저 바닥 및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해저 토양(LOSC Article 1 (1) (1)). 국제해저기구(ISA)은 특히 협약의 제11부(이행 협정)와 

제12부에 각각 수립된 법적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 관리(LOSC 제157조)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국제해저기구는 탐사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체약자들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권고안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활동들을 규정하고 있다(ISBA/25/LT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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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6년 국제해저기구와 망간단괴 탐사계약을 5년간 연장하였고 망간단괴 개발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탐사권 연장을 통해 독점적 광구권리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해역(The 

Area)에서 집광기 테스트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망간단괴에 대한 ISA 

광업규칙(ISBA/19/C/17)에 명시된 탐사를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활동들은 LOSC, 

1994년 이행 협정(IA) 및 ISA가 발행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해 관리되며 계획된 활동에 대한 EIA는 위에 

열거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탐사 단계 동안 EIA 개발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ISA 규정, 표준, 관행 및/또는 지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아래의 문서로부터 지침을 구하게 되었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개발규칙 내에 

EIA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추진되고 있음)

◦ 해당 지역 해양광물 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계약자 지침 권고안

(ISBA/25/LTC/6)

◦ 2011년 2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회의 자문 의견: 실해역 활동에 관한 국가의 보증국 및 

단체의 책임 및 의무(사례 17)(여기서 참조 용이성을 위해 관련 지침을 포함함: 최고의 가용 기술, 

모범적 환경실례, 실사, 환경 영향 평가 및 예방 접근법)

◦ ISA 기술 연구 제10호(ISA, 2012) 및 제16호(ISA, 2017)

◦ “공해(Area)”의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ISA 초안 규정의 최신 버전(ISBA/23/LTC/CRP.3*) 

◦ 환경영향평가서 템플릿 초안(ISBA/24/LTC/WP.1/Add.1)

◦ 환경 영향 평가 준비: 특히 뉴질랜드와 관련된 연안 채광 및 시추에 대한 일반 지침(Clark et al., 

2017)

◦ 환경 영향 평가:유럽 JPI-O Mining Impact 2 연구 프로젝트의 틀에서 동독 라이센스 지역(C-C)에서 

사전 프로토타입 망간단괴 집광기 시험용(BGR, 2018)

위에서 언급한 권고안(ISBA/19/LTC/8)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면, 계약자는 "활동이 발생하기 최소 1년 

전 그리고 국제해저기구 연례회기 최소 3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

서 지침의 개발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3.2.2. 관련 국제 및 지역 협약

개발활동 수행 시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관리하거나 주최하는 협약

여기서 제안하는 해저 광업 활동은 해상에서의 선박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운송, 안전 및 선박 

기원의 해양 오염 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여기에 제안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선박이 이러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 1992년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BD의 목표는 관련 

부분에 "생물적 다양성의 보존 및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포함한다(제1조). CBD는 해당 

영역의 활동 맥락에서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해양법 협약과 CBD의 관계는 불분명하고 사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또한 "체약당사자의 특정 

조건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한’그리고‘적절하게’라는 언어로 CBD의 의무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그 효과가 또한 사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심해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의무의 실제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CBD의 적용 가능성은 분명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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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국내법 현황

국제적으로 ‘심해저 자원’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심해저 관련 국제법은 관련 개발국(또는 보증국) 국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법 제정은 보증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외에 자국민에 의한 심해저 자원의 적극적 확보와 산업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심해저자원은 극한환경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기술과 예산을 

필요로 하며(산업영역), 환경과 수익배분에 대한 국제대응(공적영역)의 연계가 필요한 바, 참여유도와 

당사국 의무이행의 제도적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심해저광업은 (국내)광업법제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을 요구하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규범과의 국가 조정력까지를 포함한‘국제(외교)성-산업성-지속 

가능성(환경)’의 복합적 국가기능을 갖춘 법제로 도입이 요청된다.

2012년, 해수부(舊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활동 진출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입법을 

추진하였고, 2013년 초안(해양광물자원개발법)을 도출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도출안의 방향을 공간적으로는‘국내외’를 포괄하고, 국내 해역‘국내 기타광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활동에 적극적 대응과 해저기구의 국내입법 요구 

추세에 따라 국내 입법을 재추진하였는 바, 정부입법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8.7.10)”(의안번호 2014322)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표 2.3.2.1). 그러나 심해저 광물 

자원의 상업개발 연기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이 소멸되었으며 제20대 국회의 임기까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2020.5.29).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심해저 활동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표 2.3.2.1  심해저 관련 국제법 제정의 추진현황

 . 

2.3.3. 물리화학적 자연해양환경 특성

2.3.3.1. 지역개요

북동태평양 C-C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망간단괴 독점광구 해역의 해양환경특성은 위도에 따라 서향류인 

남적도해류와 북적도해류, 동향류인 북적도반류와 적도잠류의 영향권에 속하며 코리올리 효과에 기인한 

지속적인 용승현상으로 공급된 저층수의 영향으로 저수온대와 고생산대가 적도에 나란히 발달하고 있다(그림 

2.3.3.1). 아열대표층수, 열대표층수, 적도표층수, 아열대잠류, 남극중층수, 북태평양중층수, 북태평양심층수, 

극환류수 등 온도와 염분이 독특한 다양한 기원의 수괴가 분포하며, 이들 수괴가 표층 및 저층 수층의 

화학/물리적 성격을 좌우한다(그림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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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진동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엘니뇨기간에는 서태평양 난수풀(warm pool)의 고온, 저염수가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수온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며, 반면 라니냐 기간에는 칠레 앞바다에서부터 확장된 

고영양염 저층수의 영향으로 수온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환경은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동일한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받는 

동일 위도상의 지역은 매우 균일한 해양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망간단괴 해역은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으로 수층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경도를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북위 8°~17°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광구해역은 북적도반류와 북적도해류의 

경계지점(~10°N)에서 발생하는 용승현상으로 남쪽 광구해역에서 주변 해역보다 일차생산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지역은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저기압대인 

적도수렴대(ITCZ,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연 300㎝에 달하는 높은 강우량과 

약한 바람이 특징인 적도수렴대가 계절에 따라 북위 4°~10° 사이에서 변화함에 따라 표층수의 염분 및 온도는 

물론 표층수의 화학성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유생태계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광구해역은 화학 성분의 순환, 생물학적 생산력, 해양-대기 사이의 물리적ㆍ화학적 상호 작용 

등 중요한 물질 순환이 일어나는 곳이다(Murray et al., 1994, Philande, 1990). 또한 연간 0.2 PgC~1 

PgC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해 지구적 탄소 순환 과정에서 가장 큰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신생산(new 

primary production)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Chavez and Barber 1987, Feely et 

al., 1997). 한편 태평양 적도 해역의 중부와 동부 지역은 질산염 농도는 높으나 엽록소 농도가 낮은 

HNLC(high-nitrate low-chlorophyll)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철-제한, 규산염-제한 그리고 소형동물 

플랑크톤의 포식압 등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다(Coale et al. 1996, Chai et al. 2002, Landry, 

1997). 특히 질산염 농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규산염 농도는 HNLC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Parker, 2011). 최근 적도해역에서 영양염의 플럭스와 분포는 수직적인 혼합, 지역적인 

와류(eddy), Rossby waves와 같은 물리적인 기작에 의해 공급되며(Sakamoto, 2004), 생물학적 과정에 

따른 순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vez and Barber, 1987). 이 지역으로의 

영양염 공급은 대부분 남서 아남극 태평양수(SW, Subantarctic Pacific)에 기원을 둔다(Toggweiler et 

al., 1991).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기후/해양환경 변화 및 표층해류 변화 등의 물리적 현상에 의해 

자연적 변동 폭을 갖기도 한다. 

그림 2.3.3.1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표층해류, 바람응력, 평균해수면 수온분포(Pennington et al., 2006)와 

수온-염분도표에 나타난 주요 수괴의 분포(Fiedler and Talley, 2006).



- 85 -

태평양과 같은 빈영양 해역에서 용존 유기물은 생산력이 높은 계절에 유광층 내에 축적되고 수직적인 

혼합과정을 통해 무광층 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입자 유기물에 의한 이동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WⅡliams, 1995, Copin-Montequt, 1993, Carson et al., 1994), 표층 생산의 30~40% 정도만이 

심층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손주원, 2009). 입자 유기물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입자 유기 

탄소는 주로 살아있는 또는 죽은 동물/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의 분해(degradation) 산물 및 배 

(exudation) 물질 그리고 marine snow라 불리는 

Macroscopic aggregat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유기탄소(용존+입자유기탄소)의 1~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o 2006). 한편 용존산소는 질소 순환이나 탄소 시스템에서 주요 

반응물질로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의 중요한 성분이(Bopp et al. 2002), 해양 내 용존산소의 변화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왔다(Mataer and Hirst, 2003). 용존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심 대를 

용존산소 최소층(Oxygen Minimum Zones, <20μ㏖/㎏)이라 부르는데 이는 표층에서 생산된 유기물이 

지속적으로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재무기질화 되는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소모돼 결과적으로 특정 

수심대에서 용존산소 최소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용존산소 최소층은 열대 해역의 경우 수심 100~900m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stensen et al., 2008).  

2.3.3.2. 광구지역의 물리화학적 환경 특성

2.3.3.2.1. 지형 및 망간단괴 분포특성

2.3.3.2.1.1. 광역지형 자료 획득

독점 탐사광구에 대한 정밀해저 지형탐사를 위해 Kongsberg Simrad의 EM120 장비가 사용되었다. 탐사 

방법은 아국 광구 KR1과 KR2를 동서 방향으로 각 9개, 6개 측선을 설정하였고, KR4에서 남북방향으로 2개의 

측선, KR5에서 동서 방향으로 22개의 측선, KR6 와 KR7에서는 동서방향으로 각각 5개의 측선을 설정하였다. 

측선은 7′, 7.5′, 8′등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측선 총 연장은 약 6,275㎞이다.

2.3.3.2.1.2. 광역지형도 작성 및 지형적 특성

정밀 음향탐사 자료는 Kongsberg Simrad의 전용 소프트웨어인 Neptune과 Poseidon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크게 3단계로 위치보정(position correction), 심도보정(depth correction), Binstat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모든 다중빔 탐사자료는 GPS 수신자료와 탐사자료와의 결합을 통하여 각각의 측정 

자료를 지도상의 특정 좌표로 대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주로 GPS 자료의 오차에 기인한 

공간상의 부정확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위치 보정으로서 평상 속도를 10knots로 상정하고 GPS hunting 및 

조사선 회전 등에 의한 위치 오류를 바로 잡았다. 심도보정은 탐사 도중 음파속도의 변화, roll/pitch 

값의 변화 등에 의한 수심의 왜곡을 보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보정 처리를 수행하지 

않았고, KR2의 수심 2,000m 대의 해저산 지역을 제외하고, 수심이 4,000~6,000m의 자료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기록하였다. Binstat 처리는 통계적으로 적정한 샘플수를 확보할 수 있는 cell 크기를 

선택하여, cell 내의 자료에 대해 표준편차, 평균, 최대/최소의 변화를 이용하여 불량한 자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통계학적으로 적용가능한 모집단의 크기를 선택하기 위해 cells당 자료의 수가 25개 이상인 

cell의 개수가 전체 지역 내 cell 중에서 90% 이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최적 cell의 크기를 500m*500m로 

선택하였다. 설정된 cell의 크기는 조사 해역의 수심과 연구선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탐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Cell 내의 평균 심도에서 표준편차의 2.5배 이상 벗어나는 자료는 일률적으로 

제거하였으며, EM 120의 심도 추정(bottom detection)시에 기록되는 quality factor가 20 이상인 자료 

또한 모두 무시하였다. Noise percent limit는 2%를 사용하였다. 

그림 2.3.3.2~2.3.3.7은 자료처리를 통해 얻어진 정밀 수심도와 음향 후방산란도이다. Neptune에서 

필터링한 수심자료를 ascⅡ 형태(x,y,z)로 저장하여 범용 다중빔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인 GMT와 MB-system을 

이용하여 100m 간격으로 격자화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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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 지역(그림 2.3.3.2)

그림 2.3.3.2(a)는 KR1 지역의 정밀 수심도이며, 그림 2.3.3.2(b)는 KR1 지역의 음향후방산란도이다. KR1 

지역 전체에서 NNW-SSE 방향의 불연속적인 구조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가 다소 작은 

해저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정밀수심도 상에서 KR1 지역은 위도 16°15′N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의 수심이 

북쪽 지역에 비해 약 200~300m 정도 더 깊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음향 후방산란도(그림 2.3.3.2(b))에서 해저산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반사강도를 보이며, 이는 정밀 

수심도상의 해저산의 위치와 일치한다. KR1 지역의 남서쪽 부분에 큰 규모의 해저 구릉 경계단층이 

분포하며(해양수산부, 2002), 이 구조는 NNW-SSE 방향의 직선 형태를 보이며, 연장성은 보통이다. 

후방산란도상의 북동쪽 부분에 매우 강한 반사강도를 보이는데, 이는 형태상으로는 화산 해저산 형성과 관련된 

화산암으로 보이나 지형도상에 나타나는 해저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다른 기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R2 지역(그림 2.3.3.3)

KR2 지역의 중앙과 동쪽 지역에서 NNW-SSE 방향의 구조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작은 규모의 

해저산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광구 서쪽 지역은 몇 개의 해저산을 제외하고, 중앙과 동쪽 지역에 비해 

수심의 큰 변화없이 평탄한 특징을 보인다. 광구의 북서쪽 지역에는 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구조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KR2 지역이 동서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클라리온 균열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방산란도(그림 2.3.3.2(b))에서 광구지역 밖의 서쪽지역에 규모가 매우 큰 화산기원 해저산이 분포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2). 광구지역 내에서 해저산을 중심으로 화산기원 해저산에서 나타나는 강한 

반사강도를 보인다. KR2 지역의 동쪽 지역은 해저 구릉 경계단층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연장성은 좋지 않다.

그림 2.3.3.2  (a) KR1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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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a) KR2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KR4 지역(그림 2.3.3.4)

KR4 지역에는 해저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형의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남북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후방산란도(그림 2.3.3.4(b))상에서 대부분 선형태의 중반사 강도를 나타내며,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음향상은 해저구릉이나 경계사면, 정상부에서 관찰된다(해양수산부, 2002). 

정밀 수심도와 비교해 보면, 남북방향의 해저 구릉과 해저곡이 반복되는 지역에 해당된다. KR1, KR2에서 

관찰된 큰 규모의 해저 구릉 경계단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KR5 지역(그림 2.3.3.5)

KR5 지역 전체에서 NNW-SSE 방향의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반복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KR5 지역의 가운데 

부분이 주변에 비해 수심이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방향의 구조선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동지역의 주향방향은 북북동 방향을 이루고 있고,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중앙부의 해령들은 정북 혹은 북북서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광구의 중앙 지역의 구조선이 서쪽 지역보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밀수심측정기 

및 천부지층 자료에서 해저구릉과 해저곡은 약 100~200m의 고도 차이를 보인다. 탐사지역의 남쪽에 비해 

북쪽지역의 지형의 굴곡이 심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평탄해진다.

KR5 지역은 후방산란도(그림 2.3.3.5(b))상에서 서쪽 지역에서는 반사강도가 선형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폭이 넓고, 전반적으로 반사강도가 약하게 나타난다. 광구지역의 중앙부분과 북동지역에서 선형태의 큰 

규모의 해저구릉 경계단층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KR6 지역(그림 2.3.3.6)

KR6 지역 전체에서 NW 방향의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반복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광구의 중앙부분에 

해저산이 존재하며, 이는 후방산란도 상에서 화산기원으로 해석된다. 후방산란도상에서 KR6 지역의 

북동쪽 끝과 중앙에 해저구릉 경계 단층이 나타나며, KR6 지역의 중앙에 고반사강도의 특징을 보이는 

구조가 보이며, 이는 화산기원 해저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그림 2.3.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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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7 지역(그림 2.3.3.7)

KR7 지역 전체에서 3개의 해저산이 존재하며, 대체적으로 평탄하며, NW 방향의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반복적으로 발달되어있다. 해저구릉사이의 해저곡은 대체로 평탄하게 발달해 있다. 후방산란도(그림 

2.3.3.7(b))상에서 KR7 지역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해저구릉 경계단층이 존재하며, 화산기원의 해저산으로 

해석되는 고반사강도를 보이는 구조가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정밀수심도상의 해저산의 위치와 일치한다.

   

그림 2.3.3.4  (a) KR4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그림 2.3.3.5  (a) KR5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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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  (a) KR6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그림 2.3.3.7  (a)KR7 지역의 정밀 수심도와 (b) 음향 후방산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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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1.3. 망간단괴 부존율

망간단괴 산출 상태 및 금속햠량 특성

KR2 지역의 정점(BC10-01-KOMO2)에서 채취된 망간단괴의 부존률은 11.0㎏/㎡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로 

원반형과 불규칙형 모양의 매끄러운 조직이 나타나는 단괴가 나타난다. 따라서 Mn(20.49wt.%), Cu 

(0.69wt.%), Ni(1.06wt.%), Zn(0.09wt.%) 등과 같이 속성기원 망간단괴에서 풍부한 금속의 함량은 적게 

나타나는 반면 Fe(6.36 wt.%)의 함량은 높게 나타난다. 

23정점에서 BC를 수행한 KR5 지역에서는 1.20~23.10㎏/㎡의 부존률을 보였다. KR5 지역의 정점에서 

수행된 BC를 통한 망간단괴 부존률은 기존의 KR5 지역의 망간단괴 부존률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망간단괴의 외형, 표면조직, 크기 등의 산출형태 역시 기존의 자료를 통한 망간단괴 산출유형 패턴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망간단괴의 산출형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인 대체로 단괴의 크기가 크고, 

크기가 6㎝ 이상에서 D-type 또는 T-type이 우세하며, 전체적으로 2~6㎝구간에서 E-type과 D-type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망간단괴의 크기가 작은 BC10-01-03 정점에서는 S-type의 단괴도 나타나며, 

BC10-01-05와 BC10-02-01,10-02-02,10-02-14,10-02-17 정점에서는 D-type과 함께 P-type의 단괴가 

나타난다. 표면조직은 대부분에서 T-형의 단괴가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BC10-02-04, 10-02-11, 

10-02-13, 10-02-16, 10-02-18, 10-02-20의 경우에는 D-type의 단괴가 혼재하여 수성기원 단괴의 산출 

빈도가 높거나 속성기원단괴와 혼합되어 나타나는 산출유형을 보여준다. 또한 BC10-01-03와 10-02-22의 

경우에는 R-type의 단괴와 혼재하고 있어서 속성기원을 더 많이 받는 단괴가 나타난다. 

탐사에서 채취된 망간단괴의 주요 금속원소 함량은 Mn 18.46~35.70 wt.%(평균 29.35 wt.%), Fe 3.55~8.64wt.% 

(평균 5.62wt.%), Co 0.15~0.29wt.%(평균 0.21wt.%), Ni 0.98~1.60wt.%(평균 1.37wt.%), Cu 0.60~1.42 wt.% 

(평균 1.10wt.%), Zn 0.09~0.22 wt.%(평균 0.15wt.%)이다(표 2.3.3.1). 

망간단괴로 유입되는 금속원소의 특성에 따라 속성기원의 망간단괴는 Mn, Cu, Ni, Zn 등의 함량이 높은 

반면, 수성기원의 망간단괴는 Fe, Co의 함량이 높다. Mn은 일반적으로 공극수 내에서 Fe에 비해 이동성이 

크고 농도가 높아 퇴적물로부터 단괴로 공급되는Mn의 양이 Fe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Mn/Fe비의 

값은 망간단괴의 기원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Krauskopf, 1982, Sawlan and Murray 1983). 즉, 

속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단괴가 수성기원에 의한 단괴에 비해 높은 Mn/Fe값을 갖는다. 분석된 망간단괴의 

Mn/Fe비는 각각 2.73~9.13(평균 5.59)의 값으로 우리나라 광구의 평균값인 5.53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이는 남쪽광구에서도 수성기원에 의해 성장한 망간단괴들이 편재함을 의미한다. 

그림 2.3.3.8은 분석된 망간단괴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삼각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분석된  

망간단괴 시료들은 대부분 속성기원에 속하지만, BC10-02-14의 경우처럼 속성과 수성기원 두 영역의 

경계에 도시되는 시료도 관찰된다. 수성기원 망간단괴의 존재는 망간단괴의 산출특성에서도 언급한바 

있는데, 속성기원에 의한 R-형과 D-형의 표면조직과 수성기원에 해당되는 T-형 표면조직이 혼재하여 

산출된다(표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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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Mn Fe Co Ni Cu Zn Mn/Fe Cu+Ni+Zn block

BC10-01-KOMO1 28.98 5.84 0.23 1.35 1.11 0.15 4.96 2.62 KR5

BC10-01-02 30.36 6.57 0.25 1.29 1.01 0.14 4.62 2.45 KR5

BC10-01-03 32.18 4.11 0.20 1.42 1.36 0.19 7.83 2.97 KR5

BC10-01-04 30.82 6.27 0.27 1.48 1.24 0.15 4.92 2.88 KR5

BC10-01-05 32.44 4.73 0.22 1.51 1.36 0.17 6.86 3.04 KR5

BC10-01-07 31.37 3.62 0.16 1.53 1.42 0.19 8.67 3.14 KR5

BC10-01-11 27.66 6.21 0.23 1.37 1.09 0.13 4.46 2.59 KR5

BC10-01-KOMO2 20.49 6.36 0.20 1.06 0.69 0.09 3.22 1.84 KR2

BC10-02-01 31.56 6.39 0.29 1.37 1.06 0.14 4.94 2.57 KR5

BC10-02-02 32.58 4.18 0.18 1.36 1.31 0.20 7.79 2.88 KR5

BC10-02-04 30.42 6.20 0.19 1.39 1.15 0.16 4.91 2.70 KR5

BC10-02-05 31.31 4.99 0.21 1.28 1.15 0.16 6.28 2.59 KR5

BC10-02-06 35.70 4.08 0.17 1.46 1.08 0.17 8.75 2.71 KR5

BC10-02-07 31.08 4.64 0.20 1.53 1.29 0.17 6.69 2.99 KR5

BC10-02-08 25.02 5.94 0.19 1.21 0.93 0.12 4.21 2.26 KR5

BC10-02-11 31.32 5.19 0.20 1.54 1.30 0.17 6.03 3.01 KR5

BC10-02-13 29.13 6.34 0.20 1.44 1.03 0.14 4.60 2.60 KR5

BC10-02-14 23.56 8.64 0.25 1.05 0.64 0.10 2.73 1.80 KR5

BC10-02-16 18.46 5.74 0.16 0.98 0.60 0.09 3.21 1.67 KR5

BC10-02-17 27.02 6.76 0.21 1.33 0.93 0.13 4.00 2.40 KR5

BC10-02-18 30.54 5.98 0.24 1.54 1.18 0.15 5.11 2.87 KR5

BC10-02-20 27.75 7.53 0.24 1.37 0.91 0.13 3.69 2.41 KR5

BC10-02-22 32.40 3.55 0.15 1.35 1.35 0.22 9.13 2.92 KR5

BC10-02-24 32.13 4.91 0.24 1.60 1.32 0.17 6.54 3.09 KR5

mean 29.35 5.62 0.21 1.37 1.10 0.15 5.59 2.63 

min. 18.46 3.55 0.15 0.98 0.60 0.09 2.73 1.67 

max. 35.70 8.64 0.29 1.60 1.42 0.22 9.13 3.14 

S.D. 4.02 1.25 0.04 0.16 0.23 0.03 1.85 0.41 

표 2.3.3.1  탐사시료 중 분석된 망간단괴의 주요 금속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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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8  망간단괴 전분석치에 의한(Cu+Ni+Zn)×10-Fe-Mn 삼각도(위)와 

Co×100-Fe-Mn 삼각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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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Block
Latitude 

(N)

Longitude 

(W)

Depth 

(m)

Core Length 

(㎝)
Unit3

Nodule 

abundance 

(BC)

Nodule 

type
Origin

Mean size

(㎝)

Size 

Sorting
Mn/Fe

Cu+Ni+Zn 

(wt.%)

BC10-01-komo1 KR5 10°28.734′ 131°20.693′ 4949 31 O 23.1 DEt D 2.62 medium 4.96 2.62 

BC10-01-02 KR5 10°32.526′ 131°57.512′ 5019 32 8.1 DEt D 2.32 well 4.62 2.45 

BC10-01-03 KR5 10°27.511′ 131°57.671′ 4938 32 O 1.4 SDr D 2.02 well 7.83 2.97 

BC10-01-04 KR5 10°30.322′ 131°55.190′ 5340 28 8.4 DEt D 2.38 medium 4.92 2.88 

BC10-01-05 KR5 10°33.248′ 131°53.351′ 5003 24 3.6 DPt D 2.19 well 6.86 3.04 

BC10-01-07 KR5 10°30.275′ 131°50.115′ 4927 26 O 3.3 DEt D 1.74 medium 8.67 3.14 

BC10-01-11 KR5 10°30.100′ 131°17.511′ 4910 29 14.8 DEt D 3.38 poor 4.46 2.59 

BC10-01-komo2 KR2 16°29.686′ 131°00.578′ 4963 32 11.0 DIs D 3.09 poor 3.22 1.84 

BC10-02-01 KR5 10°19.903′ 132°10.090′ 4898 - 7.62 PDt D 2.81 well 4.94 2.57 

BC10-02-02 KR5 9°41.138′ 132°09.648′ 4836 35 O 1.20 DPt D 2.50 well 7.79 2.88 

BC10-02-04 KR5 9°24.088′ 131°44.712′ 5031 26 O 2.22 DEt D 3.00 well 4.91 2.70 

BC10-02-05 KR5 9°30.079′ 131°39.796′ 5119 39 5.08 DEt D 3.86 poor 6.28 2.59 

BC10-02-06 KR5 9°38.485′ 131°42.388′ 5085 33 5.40 EDt D 3.81 poor 8.75 2.71 

BC10-02-07 KR5 9°42.946′ 131°42.071′ 5057 22 O 2.52 EDt D 2.41 well 6.69 2.99 

BC10-02-08 KR5 9°49.135′ 131°40.115′ 5088 28 10.28 DEt D 4.42 medium 4.21 2.26 

BC10-02-11 KR5 10°09.340′ 131°35.544′ 5011 29 O 6.40 DEt D 2.96 well 6.03 3.01 

BC10-02-13 KR5 10°14.379′ 131°47.933′ 4951 32 O 11.02 DEt D 4.23 poor 4.60 2.60 

BC10-02-14 KR5 10°19.760′ 131°39.993′ 5060 32 11.83 DPt M 2.85 well 2.73 1.80 

BC10-02-16 KR5 10°26.523′ 131°33.262′ 5012 - 15.12 DIt D 4.03 poor 3.21 1.67 

BC10-02-17 KR5 10°19.766′ 131°32.343′ 4812 18 O 2.54 DPt D 2.58 well 4.00 2.40 

BC10-02-18 KR5 10°20.034′ 131°24.465′ 4956 30 18.10 DEt D 4.39 poor 5.11 2.87 

BC10-02-20 KR5 10°35.607′ 131°24.674′ 4953 37 9.60 IDt D 3.66 medium 3.69 2.41 

BC10-02-22 KR5 10°50.784′ 131°09.607′ 4940 38 6.82 Ert D 4.45 poor 9.13 2.92 

BC10-02-24 KR5 11°19.740′ 131°09.520′ 4854 37 7.22 DEt D 3.41 well 6.54 3.09 

표 2.3.3.2  BC로 채취한 망간단괴 및 퇴적물의 주요 특성(Key:m, mixed, D, diagenetic, H, hydroge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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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1 해역과 시험후보지역의 망간단괴 산출상태 및 금속함량 

이번 연구에서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저층 환경충격시험을 위한 예비 환경조사로서 KR5 해역 내 보존지역인 

KOMO1 주변과 저층 환경충격시험 후보지역 해역에 분포하는 망간단괴에 대한 분포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KOMO1 해역은 수심이 5,000m 정도이며 해저골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시험후보지역은 KOMO1 

해역과 동일 위도상(10.5°N)에서 수심과 해저지형의 조건이 유사한 지역으로서, KOMO1 해역으로부터 약 

60㎞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험후보지역 주변은 수심이 4,850~5,050m이고, 해저골 사이의 간격은 약 

5~10㎞로 나타난다.  

KOMO1 주변과 시험후보지역에 대한 BC 시료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KOMO1 

주변해역의 정점에서 망간단괴 부존률은 6.5~23.1㎏/㎡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5.8㎏/㎡이다(표 2.3.3.3). 

반면에 시험후보지역의 정점에서 망간단괴 부존률은 1.3~16.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6.1㎏/㎡이다. 

KOMO1 주변해역의 정점에서 채취한 대부분 망간단괴의 외형과 표면조직은 타원형과 원반형의 T-형이 

나타나며 속성기원의 망간단괴가 산출되었다. 반면에 시험후보지역의 정점에서 채취한 망간단괴는 타원형과 

원반형뿐만 아니라 다단괴형, 구형, 탁상형 등의 외부형태와 R-, T-, D-형 등의 표면조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망간단괴의 기원이 속성기원과 혼합형(mixed)이 나타났다(표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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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Mn Fe Co Ni Cu Zn Mn/Fe Cu+Ni+Zn Abundance (kg/㎡) Type Remark

BC10-01 KOMO1 28.98 5.84 0.23 1.35 1.11 0.15 4.96 2.62 23.1 DEt

preservation area

BC10-01-11 27.66 6.21 0.23 1.37 1.09 0.13 4.46 2.59 14.8 DEt

BC09-02-09 26.67 6.49 0.31 1.27 1.00 0.11 4.17 2.38 18.8 DEt

BC09-02-13 27.74 4.96 0.22 1.31 1.10 0.14 5.82 2.55 6.5 DEt

BC10-01-02 30.36 6.57 0.25 1.29 1.01 0.14 4.62 2.45 8.1 DEt

BC10-01-03 32.18 4.11 0.20 1.42 1.36 0.19 7.83 2.97 1.4 SDr

BC10-01-04 30.82 6.27 0.27 1.48 1.24 0.15 4.92 2.88 8.4 DEt

impact area

BC10-01-05 32.44 4.73 0.22 1.51 1.36 0.17 6.86 3.04 3.6 DPt

BC10-01-07 31.37 3.62 0.16 1.53 1.42 0.19 8.67 3.14 3.3 DEt

BC09-02-01 30.43 4.01 0.17 1.49 1.29 0.17 7.73 2.95 6.9 DEr

BC09-02-02 30.47 4.35 0.18 1.39 1.14 0.17 7.10 2.69 6.2 DEr

BC09-02-03 30.80 4.35 0.19 1.56 1.27 0.17 7.12 3.00 16.6 DEr

BC09-02-04 30.78 3.56 0.17 1.52 1.34 0.18 8.84 3.05 4.2 ESr

preservation area

BC09-02-05 30.48 4.08 0.22 1.45 1.34 0.16 7.56 2.95 3.5 DEt

BC09-02-06 28.04 5.33 0.23 1.44 1.10 0.13 5.28 2.67 9.9 DPt

BC09-02-07 21.67 5.66 0.21 1.10 1.04 0.09 3.80 2.24 1.3 DIt

BC09-02-08 27.25 5.06 0.27 1.38 1.18 0.13 5.52 2.69 6.3 DEt

mean 27.76 5.88 0.25 1.33 1.08 0.13 4.85 2.54 15.8

min. 26.67 4.96 0.22 1.27 1.00 0.11 4.17 2.38 6.5

max. 28.98 6.49 0.31 1.37 1.11 0.15 5.82 2.62 23.1

impact area

S.D. 0.95 0.67 0.04 0.04 0.05 0.02 0.72 0.11 7.1

mean 29.78 4.75 0.21 1.43 1.24 0.16 6.60 2.82 6.1

min. 21.67 3.56 0.16 1.10 1.01 0.09 3.80 2.24 1.3

max. 32.44 6.57 0.27 1.56 1.42 0.19 8.84 3.14 16.6

S.D. 2.82 0.97 0.04 0.12 0.13 0.03 1.61 0.26 4.1

표 2.3.3.3  망간단괴의 주요 금속함량 및 표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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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의 주요 금속원소 함량은 KOMO1 주변해역에서 Mn 26.67~28.98wt.%(평균 27.76wt.%), Fe 4.96 

~6.49wt.%(평균 5.88wt.%), Co 0.22~0.31wt.%(평균 0.25 wt.%), Ni 1.27~1.37wt.%(평균 1.33wt.%), Cu 1.00~1.11 

wt.%(평균 1.08wt.%), Zn 0.11~0.15wt.%(평균 0.13wt.%)이고, 시험후보지역에서는 Mn 21.67~32.44wt.%(평균 

29.78wt.%), Fe 3.56~6.57 wt.%(평균 4.75 wt.%), Co 0.16~0.27wt.%(평균 0.21 wt.%), Ni 1.10~1.56 wt.%(평균 

1.43wt.%), Cu 1.01~1.42 wt.%(평균 1.24wt.%), Zn 0.09~0.19 wt.%(평균 0.16wt.%)이다(표 2.3.3.3). 즉, 

보존지역인 KOMO1 해역은 시험후보지역에 비해 부존률과 Fe와 Co의 함량은 높지만 Mn, Ni, Cu, Zn의 

함량과 Mn/Fe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험후보지역이 KOMO1 지역에 비해서 속성작용을 많이 

받은 망간단괴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KOMO1 지역과 시험후보지역이 크게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망간단괴는 매우 가까운 거리 내에서도 팻치형태로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퇴적환경 및 망간단괴 생성환경 차이보다는 국부적인 지형 요인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나라 남쪽광구인 KR5 광구는 망간단괴의 부존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단괴의 크기가 크며, 

유용금속의 함량이 높아 채광우선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의 중앙부는 

북서-남북방향으로 망간단괴의 크기, 형태 및 부존률이 높게 나타난다. 조사정점별 해저지형에 따른 

단괴의 형태 및 부존밀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넓고 평탄한 해저곡에서 D-type과 E-type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좁고 가파른 해저곡에서는 D-type과 P-type 그리고 D-type이 부서진 형태로 나타나는 

I-type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P-type과 I-type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가파른 지형적 특성에 따른 bottom current의 영향으로 단괴가 부서지거나 구르기 쉬운 환경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괴의 조직을 고려할 때 t-type이 전체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DD-type이 나타나지만 해저지형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부존밀도도 지형에 따른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2.3.3.2.2. 광구지역의 해양기상 및 파고

2.3.3.2.2.1 연구해역 및 자료 조사

KOMO1(10.5 °N, 131.30 °W)정점을 중심으로 바람과 파고 자료는 반경 500㎞이내에서 격자와 가장 가까운 

값들을 추출하여 월평균 및 상순, 중순, 하순별 평균을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태풍 자료는 영향권인 반경 

50㎞, 100㎞, 300㎞, 500㎞이내 구역을 선정하여 월평균 발생 횟수를 분석하였다(그림 2.3.3.9). 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바람자료는 위성재분석자료인 PO.DAAC(Physical Oceanography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와 관측 자료인 ICOADS(International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 자료를 

1988~2011년(24년)까지 분석하였다(Table 2.3.3.2~2.3.3.4). 파고 자료는 재분석자료인 ERA-40(ECMWF 

reanalysis(1957.9~2002.8))와 관측 자료인 COADS(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 자료를 

1958~1997년(40년)까지 분석하였고, 위성자료 AVISO(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를 2009년 10~2014년 11월(5년)까지 분석하였다. 태풍자료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위성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1949~2012년(64년)까지 발생한 

동태평양 해역의 태풍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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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N
거리:500.4㎞

13.2°N
거리:300.2㎞

11.4°N
거리:100.1㎞

10.95°N
거리:50.04㎞

224.13°
(135.87°W)

거리:499.3㎞

225.95°
(134.05°W)

거리:300.7㎞

227.78°
(132.22°W)

거리:100.2㎞

228.25°
(131.75°W)
거리:49.2㎞

KOMO1
10.5°N
228.7°

(131.30°W)

229.15°
(130.85°W)
거리:49.2㎞

229.62°
(130.38°W)

거리:100.2㎞

231.45°
(128.55°W)

거리:300.7㎞

233.27°
(126.73°W)

거리:499.3㎞

10.05°N
거리:50.04㎞

9.6°N
거리:100.1㎞

7.8°N
거리:300.2㎞

6°N
거리:500.4㎞

KOMO1                 BIS1
  10.5 °N                 10.5 °N

  131.30 °W(228.7 °)     131.93 °W(228.07 °)

그림 2.3.3.9  정점 KOMO1 부근 해양기상 조사 범위.

2.3.3.2.2.2 바람(wind)

PO.DAAC 자료

그림 2.3.3.10은 바람 관측자료(PO.DAAS)를 월평균 풍속의 바람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1~6월, 

11~12월에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풍속은 약 6 m/s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7~10월은 여름철에 적도 무풍대 지역이 상승하면서 미약하게 남풍이 보이고 있으며, 

풍속은 평균 약 4 m/s 이내이다. 연평균 풍속은 5.85 m/s, 최고 풍속은 3월에 8.72 m/s의 북동풍이고, 최저 

풍속은 9월에 1.73 m/s 의 남동풍이다(표 2.3.3.4)  

Unit: [ m/s ]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wind 
velocity

8.22 8.39 8.72 8.53 7.06 5.21 3.01

Month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Annual average

wind 
velocity

2.25 1.73 3.58 5.87 7.62 5.85

표 2.3.3.4  1988~2011년까지 6 °~15 °N, 126.73 °~135.87 °W 에서의 월평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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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0  1988~2011년까지 6 °~15 °N, 126.73 °~135.87 °W에서의 월평균 바람벡터(PO.DAAC).

ICOADS 자료

그림 2.3.3.11은 바람 관측자료(ICOADS)를 월평균 풍속의 바람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1~5월, 12월에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풍속은 약 6 m/s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6월에서 10월은 여름철에 적도 무풍대 지역이 상승하면서 미약하게 남풍이 보이고 있으며, 풍속은 

평균 약 4 m/s 이내이다. 연평균 풍속은 5.22 m/s, 최고 풍속은 4월에 8.22m/s의 북동풍이고, 최저 풍속은 

7월에 1.71 m/s 의 남동풍이다(표 2.3.3.5).

(Unit: m/s)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wind 
velocity

7.11 7.93 8.08 8.22 5.97 4.18 1.70

Month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Annual average

wind 
velocity

2.38 2.38 3.43 4.58 6.63 5.22

표 2.3.3.5  1988~2011년까지 7 °~13 °N, 128 °~136 °W 에서의 월평균 풍속

그림 2.3.3.11  1988~2011년까지 7 °~13 °N, 128 °~136 °W 에서의 월평균 바람벡터(ICODAS).

2.3.3.2.2.3 파고(wave)

가) COADS 자료: 그림 2.3.3.12는 1958~1997년까지, 40년간의 월평균 파고의 관측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자료로부터 파고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오차범위를 제시하였다(표 2.3.3.6). 

연평균 파고는 2.28m 이고, 11~4월에 평균값 이상의 높은 파고가, 5~10월에 평균값 이하의 낮은 파고를 

나타낸다. 3월에 2.6 m로 가장 높고, 5월과 9월에 2.05m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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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Wave
Height

2.40 2.55 2.60 2.35 2.05 2.10 2.15

Error
Range

2.25
~ 2.50

2.45
~ 2.70

2.45
~ 2.70

2.20
~ 2.45

1.95
~ 2.20

2.00
~ 2.25

2.00
~ 2.25

Month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Annual average

Wave

Height
2.20 2.05 2.20 2.30 2.45 2.28

Error

 Range

2.00

~ 2.25

1.95

~ 2.20

2.00

~ 2.25

2.10

~ 2.35

2.25

~ 2.50

표 2.3.3.6  KOMO1 정점에서 1958~1997년까지 월평균 파고와 오차범위

그림 2.3.3.12  KOMO1 정점에서 1958~1997년까지 월평균 파고의 시계열 분포와 오차범위(COADS).

나) ERA-40 자료: 1958~1997년의 연평균 파고는 2.22 m, 11~5월에 평균값 이상의 높은 파고가, 

6~10월에 평균값 이하의 낮은 파고를 나타낸다(그림 2.3.3.13, 표 2.3.3.7). 3월에 2.53 m로 가장 

높고, 7~9월에 1.8~1.9m로 가장 낮은 파고의 분포를 보인다.

다) AVISO 자료: 2009~2014년의 연평균 파고는 2.19 m, 11~4월에 평균값 이상의 높은 파고가, 5~10월에 

평균값 이하의 낮은 파고를 나타낸다(그림 2.3.3.14, 표 2.3.3.8). 1월에 2.50 m로 가장 높고, 6~9월에 

2.0m 이하의 가장 낮은 파고의 분포를 보인다.

2.3.3.2.2.4 태풍

1949~2012년까지 동태평양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총 997회였으며, 그 중에서 반경 500 ㎞의 조사해역 

안으로 진입한 태풍은 총 117회(그림 2.3.3.15)이었고, 전부 5~11월에 분포하고 있었다(표 2.3.3.9). 

따라서 매년 약 1.83회 정도의 태풍이 조사해역 안으로 진입하였다. 태풍은 7~8월에 36~39회로 가장 

많으며, 5~6월과 9~11월에 2~13회로 비교적 적다. 바람과 파고만을 고려하면 6~10월, 태풍까지 고려하면 

6월, 8월 중순~10월 초순이 탐사에 좋은 해황의 시기라고 사료된다. 특히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가장 

좋은 탐사 시기이다. 왜냐하면 파고와 바람이 가장 약한 시기이고, 비록 태풍 발생이 19회가 있었지만 

분석 기간인 64년 동안에 19회의 발생은 그 빈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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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 ]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Wave

Height
2.44 2.47 2.53 2.47 2.27 2.04 1.93

99% confidence 
interval

0.05 0.05 0.04 0.04 0.05 0.06 0.04

Month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Annual average

Wave

Height
1.89 1.95 2.05 2.23 2.37 2.22

99% confidence 
interval

0.02 0.01 0.02 0.04 0.06

표 2.3.3.7  KOMO1 정점에서 1958~1997년까지 월평균 파고의 시계열 분포와 99% 신뢰구간

그림 2.3.3.13  KOMO1 정점에서 1958~1997년까지 월평균 파고의 시계열 분포와 99% 신뢰구간(ERA~40).

Unit: [m]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Wave 

Height
2.50 2.42 2.42 2.31 2.06 1.98 1.94

Month Aug. Sep. Oct. Nov. Dec. Annual average

Wave 

Height
1.93 1.93 2.05 2.32 2.46 2.19

표 2.3.3.8  KOMO1 정점에서 2009.10~2014.11까지 월평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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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4  KOMO1 정점에서 2009.10~2014.11까지 월평균 파고의 시계열 분포(AVISO).

그림 2.3.3.15  1949~2012년까지 KOMO1 정점을 기준으로 500 ㎞ 이내 해역에서 태풍 경로(총 117회).

May Ju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tal

within 500 ㎞ 2 9 36 39 15 13 3 117

 within 300 ㎞ 3 13 16 4 5 1 42

 within 100 ㎞ 2 2 2 6

 within 50 ㎞ 1 1 2 4

표 2.3.3.9  1949~2012년까지 KOMO1 정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 300㎞, 100 ㎞, 50㎞ 이내로 진입한 월별 

태풍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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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5 결론

조사 해역에서 바람이 연평균 이하의 낮은 시기는 7~9월로 약 3m/s 이내이다. 파고는 6~10월로 약 2.1m 

이내이다. 태풍은 7~8월에 36회~39회로 가장 많으며, 5~6월과 9~11월에 2회~13회로 비교적 적다. 바람과 

파고만을 고려하면 6~10월, 태풍까지 고려하면 6월, 8월 중순~10월 초순이 탐사에 좋은 해황의 시기라고 

사료된다. 특히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가장 좋은 탐사 시기이다. 왜냐하면 파고와 바람이 가장 약한 

시기이고, 비록 태풍 발생이 19회가 있었지만 분석 기간인 64년 동안에 19회의 발생은 그 빈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3.3.2.3. 물리화학 해양학

2.3.3.2.3.1. 수괴특성

광역 물리환경 변화

131.5°W 선상에서 위도별 변화를 5°~17°N 지역(2003년), 0°~12N 지역(2005년)에 대해 관측하였고 수층 내 

물리인자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해역의 θ(수온)와 S(염분)의 변화범위는 각각 1.0~29.0℃, 

33.1~35.1psu로 나타나고 있다. 표층의 경우, 수온이 2003년에는 5°~14°N, 2005년에는 4.5°~9°N 구간에 

28.0℃ 이상의 고온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0°~13°N 구간의 표층수온이 28.0 ℃ 이하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염분은 8°~14°N에서 34.0psu 이하의 저염수가 분포하고 7°N을 경계로 

남쪽해역은 고염수, 북쪽해역은 저염수가 분포하며 8~9°N에서 최소 염분의 표층수는 수온 22℃ 부근에서 

나타났다. 심층에서의 염분최소층은 수온 5.0~10.0℃ 범위에 분포하며 이는 남극중층수(AAIW)와 

북태평양 기원 중층수로 판단된다(그림 2.3.3.16). 고염분수의 분포는 5°N 이북에서 수심 100~300m 

사이에 34.7psu 이상의 고염분수(북태평양 열대해수 기원)가 존재하고 5°N 이남에서는 수심 50~300m 

사이에 34.8psu 이상의 고염분수(남태평양 열대해수 기원)가 나타났다(그림 2.3.3.17). 그리고 수온 

염분의 수직분포에서 수심의 증가함에 따라 편차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2.3.3.16  동태평양 다양한 수괴 분포(T-S diagram: Fiedler and Talley, 2006 (좌)), 광구해역 

수괴분포(T-S diagram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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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3.17  수심 0~200m에서의 수온, 염분, 밀도의 수직분포. 

(A) 5°~17°N 지역(2003년), (B) 0°~12°N 지역(2005년).

광구해역 내 물리환경 변화  

수온은 해수의 물리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해수의 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환경요인이다. 수직분포에서 크게 표층, 중층, 저층의 3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표층(0~200m)에서는 수십미터 이내에 분포하는 표면혼합층이 분포하며 수온 27℃ 이상 고온의 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계절적 수온약층이 존재하고 수온약층 이하의 

수심에서는 15℃ 미만의 수괴가 나타난다. 표면혼합층에서의 염분은 강수 증가에 의해 34psu 이하의 저염의 

수괴가 나타나고, 변화 범위가 크게 나타난다. 수괴는 열대 표층수, 아열대 잠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층은 수심 200~1,000m사이의 수층을 일컫고 영구 수온약층이 존재하며 표층에 비해 수온의 변화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층에서는 34.5psu 이상의 염분을 보이며 염분 최대층이 존재하고 수온과 비슷하게 

변화범위가 작아 매우 안정된 염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아열대 잠류와 남극 중층수가 영향을 미친다. 

저층은 수심 1,000m에서 해저면까지의 수층을 말하며 수온은 극지방에서 기원된 차가운 해수로 인해 약 

5℃ 이하로 매우 낮고, 시공간적 변화가 적어 매우 안정된 수층구조를 향성하며 염분 역시남극중층수와 

극환류수 등 극 지방에서 유래한 수괴의 영향으로 시ㆍ공간적으로 변화가 적고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3.18).

광구해역에서의 수온 및 염분의 공간적 변화는 최상부 표면혼합층에서 지역에 따른 강우의 차이로 

변화범위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 이하의 수층은 지역별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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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 정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5㎞ 떨어져 있는 BIS 정점에서의 해수 특성과 수층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측 기간이 일치하는 두 정점에서 5년간(2010~2014년)의 수심 평균 수온, 염분 그리고 용존산소를 

비교하였다. 수심 0~2,000m 및 2,000~5,000 m에서 두 정점의 수심 평균 수온과 용존산소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염분은 전 수심에 걸쳐 두 정점 모두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2.3.3.18  (A) 수온의 수직분포 모식도, (B) KR5광구 내 수온의 수직 및 공간 분포,

(C) KR5광구 내 염분의 수직 및 공간분포.

광구해역 내 물리 환경인자의 시간 변동 

연구해역의 장기간 시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6월~ 9월에 KR5 지역의 KOMO 정점(10

°29.973’N, 131°19.966’W)에서 20년 동안 연 1회 실시된 CTD 관측 자료(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의 

시계열을 분석하였다. 20년간의 경년 변동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의 수심 

평균값(0~100 m, 0~700 m, 0~2,000m) 시계열과 연변동 추세를 그림 2.3.3.19와 표 2.3.3.10에 나타내었다. 

수온에서는 모든 수심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그림 2.3.3.19(A)). 특히 상층(0~100 m)에서의 감소 

추세가 연간 0.14℃로 가장 커서 최근 20년간 2.76℃ 감소하는 양상이다. 수심 0~700 m에서는 연간 0.017

℃씩 감소(최근 20년간 0.26 ℃ 감소), 0~2,000m에서는 연간 0.0097℃씩 감소(최근 20년간 0.19℃ 

감소)하는 양상이다. 염분에서는 상층(0~100m)에서만 감소 추세(최근 20년간 0.118 psu)가 나타나고, 수심 

0~700m와 0~ 2,000 m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그림 2.3.3.19(B)). 용존산소에서도 상층(0~100m)에서만 

감소 추세(최근 20년간 0.51㎖/ℓ)가 나타나고, 수심 0~700 m와 0~2,000 m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그림 

2.3.3.19(C)). 즉, 수온, 염분과 용존산소는 20년 동안 상층(0~200m)에서 변동성이 크고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그 아래 심층에서는 감소 추세가 매우 작아 거의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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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평균(m) 수온(℃) 염분(psu) 용존산소(㎖/ℓ)

0~100 ~0.14 ~0.0059 ~0.0255

0~700 ~0.017 0.00008 ~0.0021

0~2,000 ~0.0097 0.0007  0.0018

표 2.3.3.10  KOMO1 정점에서의 최근 20년간(1995~2014년) 수온, 염분과 용존산소의 경년 변동추세(수치는 

연변동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림 2.3.3.19  KOMO1 정점에서 수심 평균 (a) 수온, (b) 염분, (c) 용존산소의 시계열. 

청색선:0~100m, 적색선: 0~700m, 녹색선: 0~1,000m, 검정선: 0~2,000m, E: 엘니뇨 해, 

L은 라니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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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APEI)의 수층 환경인자 분포특성 및 지역간 비교(2016~2021)

수층환경 조사를 위해 광구지역인 저층충격지역(BIS, 10°30’N, 131°55’W)과 KOMO(10°30’N, 

131°20’W) 지역에서 그리고 환경보호구역인 APEI9지역(10°23’N, 127°07’W)과  APEI6지역(16°38’N, 

123°10’W) 등 2018년에 총 4정점에서 CTD조사 수행하였고 2019년과 2021년에는 KOMO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2.3.3.11, 그림 2.3.3.20).

수온은 광구지역 표층에서 28.538℃이며 저층에서 1.056℃까지 감소. 표층 혼합층이 수심 30~40m 

정도에 형성되고 그이하의 수심에서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계절적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다. KOMO 

정점에서 수행된 3년간의 조사결과에서 표층의 수온은 2018년에 27.049℃, 2019년에 27.498℃, 그리고 

2021년에는 28.538℃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염분의 농도범위는 33.425~34.813psu로 변하고 

최대 염분층은 염분층은 수심 120m에서 형성되었다(표 2.3.3.11, 그림 2.3.3.20). 3년간의 조사결과는 

3월에 수행된 2018년과 2019년 조사와 달리 9월에 수행된 2021년의 표층 염분이 매우 낮게 나타나 

강수에 의한 표층수 내 염분의 감소와 성층으로 인해 고염분을 함유한 수온약층 이하 해수의 유입이 차단된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2.3.3.20(E)). 또한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는 저층충격지역(BIS)의 변화 

범위(수온:1.057~26.840℃, 염분: 34.002~34.760psu)는 KOMO 지역의 변화범위 내 속함을 알 수 

있었다.

APEI9 지역에서는 수온이 27.435℃에서 1.063℃까지 감소하며 혼합층은 수심 60m까지 형성 

되어있으며 염분은 34.185에서 34.820psu까지 변하고 최대 염분층은 수심 120m에서 형성되었다(표 

2.3.3.11, 그림 2.3.3.20). 수온 및 염분의 수직분포와 수온 염분 도표상에서 광구지역과 차이가 

미미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광구해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정점으로 수층환경이 광구해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3.20).

APEI6 지역에서는 수온이 25.30에서 1.20℃까지 감소하며 혼합층은 수심 70m까지 형성되어있으며 염분은 

33.573에서 34.75psu까지 변하고 최대염분층은 수심 200m에서 형성되어있어 이러한 수직분포는 

광구지역에 비해 표층에서 수온과 염분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층에서의 수온 역시 광구해역의 

수직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수괴특성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표 2.3.3.11, 그림 

2.3.3.20). 이는 수온 염분 도표상에서 표층 및 저층에서도 광구지역(BIS, KOMO)과 APEI9 지역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되었으며(그림 2.3.3.21). 이러한 차이는 광구해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수층환경이 광구해역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rea Potential Temp (℃) Salinity (psu)

BIS

min. 1.057 34.002

max. 26.840 34.760

KOMO

min. 1.056 33.425

max. 28.538 34.813

APEI9

min. 1.063 34.185

max. 27.435 34.820

APEI6

min. 1.199 33.573

max. 25.295 34.752

표 2.3.3.11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수온, 염분 최대ㆍ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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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0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수온 염분 수직분포도, 

(A) 수온(전체수심),(B) 수온(0~200m),(C) 수온(2,000~5,000m), 

(D) 염분(전체수심),(E) 염분(0~200m),(F) 염분(2,000~5,000m).

그림 2.3.3.21  수온-염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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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KODOS해역의 KOMO 정점(10 °29.973’N, 131°19.966’W)에서 1995년부터 2014년 6~9월에 관측한 해양물리 

환경의 시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온, 염분과 용존산소는 20년 동안 상층(0~100m)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그 아래 심층에서는 감소 추세가 매우 작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다. KOMO1 정점에서 엘니뇨 

해에는 표층 수온이 높고, 라니냐 해에는 낮은 경향이 있지만 모든 해(年)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KOMO1 정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5㎞ 떨어져 있는 BIS 정점에서의 해수 특성과 수층 구조는 

KOMO1 정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광구해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APEI9 지역은 광구해역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 지리적으로 먼 위지에 있는 APEI6 지역은 수괴특성에서 광구지역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2.3.3.2.3.2. 해류특성

광역 해류 분포 

131.5°W 선상에서 위도별 변화를 5~17°N 지역(2003년), 0~12°N 지역(2005년)에 대해 관측하였고 수심 

1,000m를 기준으로 단면에 수직한 동-서 방향 지형류를 분석하였다. 서향류(북적도 해류)는 2003년에는 

9°N, 2005년에는 8°N 의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유속이 60㎝/s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향류인 북적도 반류는 

2003년에는 6~9°N에 분포하고 2005년에는 4.5~7.5°N 사이에 분포하며 최대유속은 30㎝/s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적도 해류는 서향류로 2005년 4°N 이남 해역에 분포하며 2005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적도 해역(2005년)에는 수심 50~300m에 강한 동향류인 적도 잠류가 형성되어있다. 냉수성 소용돌이(cold 

eddy)가 2003년에는 15°N 부근에 형성되었고 최대유속 35㎝/s 이상으로 관측되었으며 2005년에는 4~6°N 

부근에서 직경 약 200 ㎞의 냉수형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그림 2.3.3.21).

그림 2.3.3.22 태평양의 표층해류 시스템의 모식도(A, B)와 수심 1,000m를 기준으로 한 

동서방향의 지형류. (C) 5°~17°N, +, 서향류,~, 동향류(2003년), 

(D) 0°~17°N,~, 서향류, ＋,  동향류(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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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해역 내 해류 변화  

KOMO1 정점의 수심 1,250 m에서 2008년7월부터 5년 동안 측정한 해류의 연평균 유속은 4.68㎝/s 이고 

대체로 겨울철에 유속이 크다(표 2.3.3.12, 그림 2.3.3.23). 방향은 북서향의 해류가 우세하였지만 

해(年)에 따라 변동이 크다(그림 2.3.3.24). 수심 약 5,000 m의 해저 부근(해저로부터 15 m 위)에서 

2003.7월부터 10년 동안 측정한 저층 해류는 대체로 여름철에 유속이 크고 겨울철에 유속이 작다(그림 

2.3.3.25). 연평균 유속은 3.63 ㎝/s 이지만 순간적인 최대 속도는 18.54㎝/s를 나타낸다(표 2.3.3.12). 

저층 해류의 방향은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북향 또는 북동향, 겨울철에는 남향류와 북향류가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2.3.3.26). 

Station
Depth

(m)

Observation 

period 

(Year, Month, 

Day)

Mean 

Scalar 

Speed 

(㎝/s)

Mean Vector Velocity Kinetic Energy

u

(㎝/s)

v

(㎝/s)

Speed

(㎝/s)

Direction 

(Degree)

KE

(㎝2/s2)

EKE 

(㎝2/s2)

Ratio 

(EKE/KE)

KOMO1

1,250
2008.07.24 ~

2013.07.27
4.68 ~0.65 0.22 0.69 288.6 0.17 13.57 78.68

4,550
2009.08.29 ~

2013.07.27
3.64 1.07 0.37 1.13 75.4 0.51 8.43 16.38

5,000
2003.07.10 ~

2013.07.27
3.63 1.27 0.32 1.31 75.37 0.90 9.01 9.99

BIS1 5,000
2011.07.21 ~

2014.08.24
4.90 0.83 1.77 1.96 64.82 1.92 13.28 6.91

KOMO2 4,924
2010.07.28 

~2013.08.09 
4.38 1.08 ~0.11 1.09 95.97 0.59 11.78 19.86

표 2.3.3.12  KODOS 해역에서의 심층 해류 관측 개요

그림 2.3.3.23  2008.07~2013.07까지 KOMO1 정점 수심 1,250 m에서의 

스칼라 속도에 대한 월평균 유속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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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4  2008.07~2013.07까지 KOMO1 정점 수심 

1,250m에서 관측한 심층 해류의 누적 유속도.

그림 2.3.3.25  2003.7 ~ 2013.7까지 KOMO1 정점 수심 5,000 m에서의 

스칼라 속도에 대한 월평균 유속 시계열.

그림 2.3.3.26  2003.07~ 2013.07까지 KOMO1 정점 

수심 5,000 m에서 관측한 심층 해류의 누적 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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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KOMO)과 저층충격지역(BIS)의 해류특성 비교

충격후보지역인 BIS1 정점과 보존지역인 KOMO1 정점과의 환경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심 약 5,000 m의 

해저 부근(해저로부터 15 m 위)에서 2011년 7월부터 3년 동안 측정한 저층 해류의 유속을 비교하였다. 

또한 충격실험 시점을 기상이 좋은 여름철로 예상하여 6월에서 9월까지의 저층 해류의 유속도 

비교하였다. KOMO1 정점에서 획득된 저층 해류는 평균 유속이 4.31㎝/s로 나타나고 연간 북동류가 

우세하지만 겨울과 봄철에는 남향류 또는 남서류가 나타난다. 또한 여름철 평균 유속은 연평균보다 큰 

5.65 ㎝/s로 나타났다. BIS1 정점의 수심 약 5,000 m의 해저 부근(해저로부터 15 m 위)에서 2011.7월부터 

3년 동안 측정한 저층 해류의 유속은 연평균 4.90㎝/s로 같은 기간 KOMO1 정점의 4.31㎝/s보다 약간 크다. 

연간 북동류가 우세하지만 겨울과 봄철에는 남향류 또는 남서류가 나타나는 것은 KOMO1 정점과 유사하다. 

다만 여름철에 KOMO1 정점에서는 북동류와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남향류도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BIS1 

정점에서는 남향류가 드물고 북동류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여름철 평균 유속은 KOMO1정점과 유사한 

5.68㎝/로 나타났다(표 2.3.3.12). 월평균 유속의 비교에서 2011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차이가 나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서는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3.3.27). 이는 

누적유속도에서도 비교기간의 초반에 두 정점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후의 기간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2.3.3.28).  

KOMO1 정점 BIS 정점

연평균 유속 (㎝/s) 4.31 4.90

여름철(6~9월)평균 유속 (㎝/s) 5.65 5.88

표 2.3.3.1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 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의 연평균 유속과 

여름철 평균 유속

그림 2.3.3.2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 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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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8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 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의 누적유속도 비교.

(A) 연평균 누적유속도, (B) 여름철 평균 누적유속도.

결론

KOMO1 정점의 수심 약 5,000 m의 해저 부근(해저로부터 15 m 위)에서 2003.7월부터 10년 동안 측정한 저층 

해류의 유속은 연평균 3.63㎝/s 이고, 방향은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북향 또는 북동향, 겨울철에는 남향류와 

북향류가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수심 1,250 m에서 2008년 7월부터 5년 동안 측정한 해류의 연평균 

유속은 4.68㎝/s 이고, 북서향의 해류가 우세하였다. 

또한 BIS1 정점의 수심 약 5,000m의 해저 부근에서 2011년 7부터 3년 동안 측정한 저층 해류의 유속은 

연평균 4.90 ㎝/s로 같은 기간 KOMO1 정점의 4.31 ㎝/s보다 약간 크다. 연간 북동류가 우세하지만 겨울과 

봄철에는 남향류 또는 남서류가 나타나는 것은 KOMO1 정점과 유사하다.

2.3.3.2.3.3. 수층의 화학적 환경특성

북동태평양 5~15°N 그리고 116~155°W 사이에 위치한 C-C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광물자원의 

보고로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광구 탐사권을 등록한 주요 해양선진국들(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광물자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 응용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Yamada and Yamazaki, 1998, Muthunayagam and Das, 1999, Yamada et al., 2009). 

한편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해상의 

해저광물자원을 관리·감독하는 국제해저기구(ISA)에서는 상업 채광 이전에 기초환경조사 및 집광기(또는 

심해퇴적물 교란기)를 이용한 환경충격시험의 수행을 권고하였다(ISA, 2013). 이에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잔사(단괴파쇄물과 심해퇴적물) 배출과 같은 인위적인 해양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관해 

효과적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 이전에, 즉 자연적인 상태에서 화학 환경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손주원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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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환경 변화

131.5°W 선상에서 위도별 변화를 5~17°N 지역(2003년), 0~12°N 지역(2005년)에 대해 관측하였고 수층 내 

화학인자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총무기탄소의 농도범위는 1.41~2.35mM(2003), 0.8~2.09mM(2005)

으로 나타나고 최소값은 상층(유광층 내)에 분포하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수직분포를 보이며 

2003년에 비해 2005년 농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용존산소는 0.69~7.56mg/ℓ(2003), 1.21~6.86mg/ℓ(2005)

로 나타나고 표면혼합층에서 대기의 산소 농도와 평형을 이루며 일정 농도로 존재하고 중층에서는 생물의 

호흡과 입자성 물질의 산화로 기인된 용존산소 최소층 존재하고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은 심층수의 영향으

로 농도 증가한다. 총유기탄소 농도범위는 0.44~1.79mgC/ℓ(2003), 0.70~2.41mgC/ℓ(2005)로 나타나고 수

직분포에서는 표층에서 높고 수심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 중층 이하에서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다(그림 

2.3.3.29). 무기영양염(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농도범위는 각각 질산염(아질산염 포함), 0.01~45.78μ

M(평균 27.18μM, 2003년), 0.01~45.56μM(평균 25.28μM, 2005년), 인산염, 0.01~4.49μM(평균 2.04μM, 

2003년), 0.15~4.13μM(평균 2.28μM, 2005년), 규산염, 0.46~166.03μM(평균 40.86μM, 2003년), 0.5

0~168.02μM(평균 40.64μM, 2005년)으로 나타나고 수직분포에서 표층에 형성된 표면 혼합층은 영양염 농도

가 낮은 빈영양 환경을 형성하고 수온약층을 경계로 영양염의 농도 급변화층이 발달하였다. 이는 용승과 침

강, 국지적인 와류에 의한 용승 등 물리적 특성이 일차적으로 무기영양염류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

되며 2003년, 2005년 모두 유사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그림 2.3.3.30).

그림 2.3.3.29  (a, d) 총무기탄소, (b, e) 용존산소, (c, f) 총유기탄소의 수직분포 

(2003: 5°~ 17°N(a, b, c), 2005: 0°~ 12°N(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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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0  (a, d) 질산염(아질산염 포함), (b, e) 인산염, (c, f) 규산염의 수직분포

(2003: 5°~17°N(a, b, c), 2005: 0°~12°N(d, e, f)).

광구해역의 화학인자 자연변화량 

현장 조사는 북동태평양에 위치한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지역(Korean contract area, KR)을 중심으로 

CTD system(Sea-Bird 911 Plus)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광구해역을 중심으로 총 

191개 정점에서 조사가 수행되었고 위도 상으로 남쪽에 위치한 광구해역들 중 가장 큰 면적을 갖는 KR5 

지역에서는 169개의 정점이 있다.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모니터링 정점인 KOMO(131.33°W, 10.50°N)와 

저층충격지역에 위치한 BIS(131.93°W, 10.50°N) 정점 또한 KR5 내에 위치한다. 반면에 북쪽에 위치한 

광구해역의 경우 KR2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6년 동안 22개의 정점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조사시기동안 해수 시료는 CTD system에 장착된 Carousel 채수기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엽록소 최대층(SCM)을 포함해 중층(수심 1,000~2,000m) 또는 해저면(수심 약 5,000m)까지 

수심 별로 채수하였다.

주요 분석 항목은 무기물질로 pH, 총알칼리도, 용존산소, 부유물질, 무기영양염 등이 있으며, 유기물질로 

엽록소-a, 총유기탄소, 입자유기탄소 및 질소 성분이 있다. 각 항목별 분석 방법은 해양수산부(2013) 및 

Parsons et al.(1984)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지역(KR1~KR7)이 속한 동태평양 적도해역은 바람과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예, 

서향류인 북적도해류, 동향류인 북적도반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크게 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Fiedler and Talley, 2006, Kessl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동안 수층 

환경인자들의 변화량을 광구해역을 중심으로 남쪽 광구해역(9°~11°N, KR3~KR7)과 북쪽 광구해역 

(16°~17°N, KR1~KR2)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획득된 자료는 수심에 따른 box-whisker plot 방식으로 

나타내 연구기간동안 광구해역별로 동일 수심에서의 자료 분포 변화를 파악하였다. 참고적으로 box-whisker 

plot 방식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사분위(0~25%, 25~50%, 50~75%, 75~100% 구간)로 구분해 25~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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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가운데 구간은 box형태로, 그 box 길이의 1.5배는 whisker 형태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box 및 

whisker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은 표준 자료 범위로 획득 자료의 99.3%를 포함하며, 이 구간을 벗어난 

값은 비정상적인 값(outlier)으로 인식한다. 

연구기간동안 box-whisker plot 방식으로 파악된 수심별 pH 및 용존산소(DO)의 변화량 분포는 남쪽 

광구해역과 북쪽 광구해역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box 및 whisker 구간이 북쪽에 비해 

남쪽에서 보다 넓게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2.3.3.31). 이러한 차이는 수심 200m 이내의 

표층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연구기간동안 각각의 수심별로 파악된 자료의 최소 또는 

최댓값이 whisker 구간을 벗어난 경우도 북쪽에 비해 남쪽 광구해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관측됐다. 이러한 

남쪽과 북쪽 광구해역에서 관측되는 차이는 광구해역이 위치한 지역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남쪽 광구해역의 10°N 부근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표층해류(북적도 해류와 북적도반류)로 인해 발산에 의한 용승 현상이 일어나 수온약층이 상승하는 

융기대(thermocline ridge)가 발달하는데 북적도반류의 강도 및 위치에 따라 융기대의 강약 및 그 위치가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ssler 2006). 이는 계절수온약층 수심의 변동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표면혼합층의 두께도 결정하게 된다. 북쪽 광구해역은 지리적으로 15°~35°N(135°E~135°W) 범위에서 시계 

방향의 흐름을 갖는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 해역은 성층이 강하게 발달하고, 영양염 농도가 낮으며, 생물량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Dore et al., 2008). 한편 Kim et al.(2012)은 침강입자 플럭스 자료를 통해 남쪽 광구해역이 

적도해역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엘니뇨 발생 시 표면혼합층 내 수온은 상승하고, 그 두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니냐 시 

반대 현상)(Wen et al., 2014). 따라서 상대적으로 북쪽 광구해역보다 남쪽 광구해역이 자연적인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더 받는 곳으로 여겨지며, 이에 연구기간동안 파악된 pH 및 용존산소 자료 분포도 

광구해역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광구해역 표층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낸 수심은 

평균적으로 표면혼합층이 형성되는 수심인 50m이며(Son et al., 2011), 북쪽 광구지역에서는 남쪽 

광구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지만 평균적으로 표면혼합층이 형성되는 수심(100m)의 하부 150m에서 

두드러진 변동성을 보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광구해역이 갖는 환경 특성을 고려하면 box-whisker plot에서 

표준 자료 범위를 벗어난 자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생태계에서 친생물 원소(질소, 인, 규소)로 구성되어 있는 무기영양염은 주로 생물기원 유기물의 

생산과 분해 그리고 입자 물질의 침강과 같은 생지화학적 과정에 의해 조절되며(Hirose and Kamiya, 2003), 

열대 또는 아열대 해역에서 일차 생산력을 조절하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Capone et al., 1997, 

Falkowski, 1997). 한편 유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탄소량은 대양에서 탄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on and Benner, 1994, Carlson et al., 1994). 

연구기간동안 아질산염+질산염으로 대표되는 무기영양염과 총유기탄소로 대표되는 유기물은 서로 상반되는 

수직 분포 양상을 나타냈는데(그림 2.3.3.32), 이는 유기물과 무기영양염의 순환과정 상에서 상호 간 분해- 

소모-생성과 같은 생지화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간동안 광구해역에서 파악된 아질산염+ 

질산염의 수직 분포는 남쪽 광구해역의 경우 수심 30m 이내에서, 북쪽 광구해역의 경우 수심 100m 이내에서 

매우 낮은 농도 분포를 보인 후 수심 증가에 따라 증가해 수심 1,000m 부근에서 최대 농도를 나타냈으며, 

수심 1,000m 이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3.3.32(a)). 또한 상대적으로 box 및 

whisker 구간이 넓게 분포한 수심은 남쪽 광구해역의 경우 수심 50m와 75m, 북쪽 광구해역의 경우 수심 

150m 내외로 파악됐으며, 그 이하의 수심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크기를 가졌다. Box 및 whisker 구간을 

포함한 표준 자료 범위는 전반적으로 북쪽에 비해 남쪽 광구해역에서 보다 넓게 분포하였고, 관측 자료의 

최소 그리고 최대 농도는 해양환경 변화가 큰 남쪽 광구해역 표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 자료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기간동안 두 광구해역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파악된 유기물의 수직 

분포는 무기영양염 분포와 상반되게 전반적으로 표층에서 높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해 수심 1,500m 

이하의 저층에서 비교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였다(그림 2.3.3.32(b)). 두 광구해역 표층에서 유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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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상대적으로 북쪽 광구해역보다 남쪽 광구해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분석 자료의 50% 

해당되는 box 구간 또한 남쪽 광구해역이 북쪽 광구해역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역별 환경특성 차이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연구기간동안 분석된 최소 또는 최대 

농도는 표층을 제외한 중층 및 저층에서 대부분 whisker 구간을 포함한 표준 자료 범위 안에 포함돼 표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음을 지시했다.

그림 2.3.3.31  남쪽 및 북쪽 광구해역에서 파악된 (a) pH와 (b) 용존산소(DO)의 수직상자분포 

(상자내부 수직선: 중앙값, 상자외부 수평선: 자료의 표준범위=1.5×사분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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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2  남쪽 및 북쪽 광구해역에서 파악된 (a) 아질산염(NO2)+질산염(NO3)과 

(b) 총유기탄소(TOC)의 수직상자분포(상자내부 수직선: 중앙값, 상자외부 수평선: 자료의 

표준범위=1.5×사분의범위).

보존지역(KOMO)과 저층충격지역(BIS)의 수층 특성 비교

생물학적 활동이 왕성한 수심 200m 이내의 표층을 대상으로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KOMO 정점과 

저층충격시험지역 내 BIS 정점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 인자들의 총량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된 

자료를 적분(depth integrated)하였다(그림 2.3.3.33). 이러한 적분 값은 개념적으로 대상 수심 내에서 

단위 면적당 갖는 평균적인 양을 의미하며, 향후 환경충격시험 시 또는 망간단괴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데 비교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기간동안 두 정점의 표층에서 

파악된 부유물질 총량은 KOMO 정점의 경우 최소 18.01g/㎡, 최대 27.46g/㎡으로 평균 22.74g/㎡을 보였고, 

BIS 정점의 경우 최소 17.78g/㎡, 최대 18.80g/㎡으로 평균 18.29g/㎡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KOMO 정점이 

BIS 정점에 비해 약 1.2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양에서 일차 생산자를 지시해 주는 엽록소-a의 

총량은 KOMO 정점의 경우 평균 15.07mg/㎡(최소 12.05mg/㎡, 최대 18.36mg/㎡), BIS 정점의 경우 평균 

18.69mg/㎡(최소 17.16mg/㎡, 최대 21.34mg/㎡)을 나타내 1.2배 정도 BIS 정점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용존산소의 경우도 BIS 정점이 KOMO 정점에 비해 약 1.3배 총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KOMO: 평균 총량 

421.17g/㎡, BIS: 평균 총량 538.62g/㎡). 반면 일차 생산자의 성장과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영양염(아질산염+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총량은 평균적으로 KOMO 정점이 BIS 정점보다 미비하게나마 

1.1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돼 엽록소-a 분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연구기간동안 최소 및 최대 

총량 결과로부터 KOMO 정점이 BIS 정점보다 상대적으로 무기영양염 총량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부유물질 및 용존산소 총량 분포에서 보다 뚜렷하게 관측됐다. 한편 두 정점의 표층에서 파악된 

유기물 총량은 유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유기탄소의 경우 두 정점이 유사하였지만(KOMO: 평균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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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g/㎡, BIS: 평균 총량 152.43g/㎡), 입자유기탄소 및 질소 성분은 앞서 엽록소-a 분포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BIS 정점이 KOMO 정점보다 1.1~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KOMO 정점과 BIS 정점 표층에서 파악된 수층 환경 인자들의 이러한 차이는 표면혼합층의 출현 깊이, 

계절수온약층에 의한 성층화 강도, 표층 생산성, 강우 등 국지적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기간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의 동일 수심에서 평균 

자료로부터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 χ2)을 통해 두 정점 간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용존산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표 2.3.3.2~2.3.3.14). 용존산소의 경우는 

KOMO 정점의 수심 50m에서 연변화 양상이 크게 관측됐는데(평균 106.25±87.81μM),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도 변화를 보인 BIS 정점(평균 196.76±13.58μM)과의 농도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수심 300m 이하 해저면(수심 5,000m)까지 카이제곱검증으로 살펴본 두 정점 간 

환경 인자들의 유사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표 2.3.3.14). 

한편 광물자원 개발과정(또는 환경충격시험)에서 채광기(또는 심해퇴적물 교란기) 운용에 의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퇴적물 재부유 현상에 따른 저층의 교란이다. 이에 

연구기간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 수심 4,000m 이하의 심해수층을 대상으로 환경 인자들의 평균 농도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2.3.3.34). 전반적으로 KOMO 정점과 BIS 정점에서 분석된 평균 농도는 각각의 

정점에서 파악된 95% 신뢰구간 안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결과를 보여 두 정점 간 환경 인자들의 분포가 

유사한 농도로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유기탄소의 경우 KOMO 정점과 BIS 정점에서 

파악된 평균 농도가 각각의 정점에서 파악된 95% 신뢰구간을 벗어나게 분포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평균 

농도 차이는 6% 미만으로 미미하였고(KOMO: 평균 46.44±3.98μM, BIS: 평균 44.00±2.72μM), 심해수층 

내에서의 카이제곱검증(χ2=0.430<χ22,0.05=5.99) 결과로부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th range(m) 0~200 300~5000 0~5000

χ2
(df, α) 15.51(8,0.05) 27.59(17,0.05) 38.89(26,0.05)

pH 0.00 0.00 0.00

Alkt 0.00 0.02 0.02

SS 0.52 1.13 1.65

DO 89.86 2.21 92.08

NO2 + NO3 8.80 0.07 8.87

PO4 0.47 0.02 0.49

Si(OH)4 4.35 1.81 6.17

Chl.-a 0.05

TOC 2.43 6.43 8.86

POC 2.31 0.63 2.93

PON 0.21 0.07 0.28

표 2.3.3.14  2011년부터 2014년까지 KOMO와 BIS 정점의 동일 수심에서 수층 환경 인자들의 평균 농도로부터 비

교된 카이제곱(χ2)검증 결과

(Alkt: total alkalinity, SS: suspended substance, DO: dissolved oxygen, NO2+NO3: nitrite+nitrate, PO4: 

phosphate, Si(OH)4,Chl.-a: chlorophyll-a, TOC: total organic carbon, POC & PON: particulate organic carbon 

and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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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3  연구시기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의 수심 200m 이내에서 파악된 (a) 부유물질(SS),

(b) 엽록소-a(Chl.-a), (c) 용존산소(DO), (d) 아질산염(NO2)+질산염(NO3), (e) 인산염(PO4),

(f) 규산염(Si(OH)4), (g) 총유기탄소(TOC), (h) 입자유기탄소(POC) 

그리고 (i) 입자유기질소(PON)의 평균 총량(붉은색 점선은 총량의 최소, 검은색 실선은 총량의 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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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4  연구시기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의 심해수층(수심 4,000~5,000m)에서 파악된 (a) pH, 

(b) 부유물질(SS), (c) 용존산소(DO), (d) 아질산염(NO2)+질산염(NO3), (e) 인산염(PO4), (f) 

규산염(Si(OH)4), (g) 총유기탄소(TOC), (h) 입자유기탄소(POC) 그리고 (i) 입자유기질소(PON)의 평균 

농도(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점선은 95% 신뢰구간임).

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APEI)의 수층 화학특성 및 지역 간 비교 (2016~2021)

수층환경 조사를 위해 광구지역인 BIS(10°30’N, 131°55’W)지역과  KOMO(10°30’N, 131°20’W)지역에서 그리

고 환경보호구역인 APEI9 지역(10°23’N, 127°07’W)과 APEI6 지역(16°38’N, 123°10’W) 등 2018년에 총 4정

점에서 CTD조사 수행하였고 2019과 2021년에는 KOMO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2.3.3.15, 그림 

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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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Water 

Depth (m)
Date

Longitude 

(E)

Latitude 

(N)
Sampling Depth (m)

MNCT1804

(BIS)
5,180 2018.03.12 10°29.963′ 131°55.516′

5, 15, 30, 50, 75,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MNCT1807

(KOMO)
5,180 2018.03.17 10°30.004′ 131°19.999′

5, 15, 30, 40, 50, 75, 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MNCT1918

(KOMO)
5,050 2019.03.23 10°30.042′ 131°20.033′

5, 15, 30, 50, 75, 80, 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MNCT2102

(KOMO)
5,050 2021.09.10 10°30.945′ 131°19.997′

5, 20, 45, 75, 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2,500, 3,000, 

 4,000, 5,100 

MNCT1826

(APEI9)
4,792 2018.03.26 10°23.410′ 127°07.303′

5, 15, 30, 50, 65, 75, 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4,700 

MNCT1828

(APEI6)
4,232 2018.03.29 16°36.612′ 123°09.244′

5, 15, 30, 50, 75, 88, 100, 120, 

150, 200, 300, 500, 750, 1,000, 

1,2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표 2.3.3.15  해수시료를 채취한 CTD 정점의 위치 및 해수채취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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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5  북동태평양 망간단괴 분포해역의  조사해역

(BIS, KOMO, Pilot Area, APEI6 및 APEI9).

가) 무기영양염류: 해양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무기영양염으로 해양생물의 생화학적 대사과정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친생물원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성장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생물의 분포와 군집 그리고 조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층 내 질산염의 수직분포는 표층에서 고갈되어있고 계절적 수온약층에서 농도증가가 급속히 일어나며 

최대농도층이 750~1,000m에서 형성되며 그 이하의 수심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전형적인 대양의 수직분포를 

보이고 있음. 광구지역은 표층에서 0.008μm의 최소값을 보이고 수심 1,000m에서 최대값 44.178μM로 

나타나고 그 이하의 수심에서는 서서히 농도가 감소하고 있었다(그림 2.3.3.36, 표 2.3.3.16).

APEI9 지역에서는 질산염 농도범위가 0.022~44.240μM로 나타나고 광구지역과 매우 유사한 수직분포를 

보이지만 APEI6 지역에서 질산염의 농도범위는 0.041~44.411μM로 광구지역과 유사하지만 수직분포가 

수심 200m에서 750m 까지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그림 2.3.3.36, 표 2.3.3.16). 수층 내 인산염의 

수직분포는 질산염의 수직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광구지역에서 0.139~3.226μm의 농도범위를 

보이고 농도 최대층 역시 질산염과 같은 750m에서 나타나고 있다. APEI9 지역에서는 0.139~3.226μM의 

농도범위를 가지며 광구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APEI6 지역에서는 0.141~3.331μM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수직 분포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3.3.36, 표 2.3.3.16). 

한편 규조류(Diatom)와 방상충(Radiolaria) 등의 생물에게 중요한 영양염으로 작용하며, 물리ㆍ화학적 

용해(dissociation) 과정을 통해 재무기질화 되는 규산염의 수직분포는 표층에서 고갈되어있고 농도가 

수심에 따라 증가하여 수심 3,500m에서 최대 농도층을 형성하고 그 이하의 수심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2.3.3.36). 광구지역에서 0.960~163.543μM의 농도범위를 보이고 농도 

최대층은 수심 3,500m에서 형성되었다. APEI9 지역에서는 0.674~158.779μM의 농도범위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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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지역보다 다소 낮은 값이 나타나지만 유사한 수직분포를 보이며 APEI6 지역에서의 농도범위는 

1.155~161.511μM로 나타나 광구지역과 유사하고 수직분포 역시 유사하게 나타고 있다(그림 2.3.3.36, 

표 2.3.3.16). 광구내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는 저층충격지역(BIS)의 무기영양염의 변화범위는 KOMO 

지역의 변화범위 내 속함을 알 수 있음(표 2.3.3.16).

해양에서 동·식물플랑크톤의 원소 조성과 해수의 질소와 인 그리고 유기물의 탄소와 질소 농도로부터 

도출된 Redfield ratio(N:P=16:1, C:N=6.6, Redfield  et al., 1963)은 많은 연구자들이 유기물의 생성과 

재무기질화, 일차생산자의 성장 제한 요인, 수괴 추적 등 생태학적 연구에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인자로 이용된다. 각 지역에서 N/P ratio는 각각 광구지역에서 14.9로 나타나고 APEI9 지역은 14.6으로 

나타났으며 APEI6 지역에서 이보다 다소 낮은 13.6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성분에 비해 

질소성분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을 지시하며 APEI6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정도가 심해 타 지역과는 

구별이 되고 있다(그림 2.3.3.37). 

Area Phosphate (μm) Nitrate + Nitrite (μm) Silicate (μm)

BIS

min. 0.146 0.107 1.178 

max. 3.090 42.570 160.837 

KOMO

min. 0.139 0.008 0.960 

max. 3.226 44.178 163.543

APEI6

min. 0.141 0.045 1.155 

max. 3.332 44.418 161.511 

APEI9

min. 0.139 0.029 0.674 

max. 3.211 44.271 158.779 

표 2.3.3.16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의 인산염, 질산염+아질산염, 규산염의 최대ㆍ최소값 

그림 2.3.3.36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질산염,(b) 인산염,(c) 규산염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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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에서의 N/P ratio, 

(a) BIS지역, (b) KOMO지역, (c) APEI9지역, (d) APEI6지역).

 나) 탄소 및 질소성분: 대양에서 유기물의 기원은 생물학적 과정들을 통한 현장에서의 생산이 주를 이루

며, 총유기탄소(용존유기탄소+입자유기탄소) 농도는 다양한 생물학적ㆍ물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유기

물 분포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층에서 생성된 유기물 중 용존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99% 정도가 되고 나머지 1~10% 정도만이 입자유기물로 존재하는데, 저층으로 침강하는 입자

유기물이 수괴의 밀도약층이 형성된 수심에서는 축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광구지역에서 파악된 입자유

기질소(Particulate Organic Nitrogen, PON) 농도는 0.05~1.41μM의 범위를, 입자유기탄소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은 1.58~9.93μM의 범위를 보였으며, 수직 분포 양상은 생물학적 활동이 왕성한 표

층에서 높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2.3.3.38, 표 2.3.3.17). 수심 

200m 이내에서는 농도가 높다가 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박테리아나 원생동물들이 그들의 에

너지원으로 유기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이며 수심 1,000m 부근에서는 용존유기탄소 농도가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유기물 축적 현상과 이를 이용하는 미생물의 생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KOMO 정점에서 수행된 3년간의 조사결과에서 수층 내 POC의 농도는 2018년에 4μM 이상으로 나타나고 

2019년에는 2μM, 2021년에 2019년 보다 다소 낮은 값이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

향은 질소 성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TOC에서는 2021년 자료에서 30μM이하 낮은 농도가 나타

났다(그림 2.3.3.38). APEI9 지역에서는 PON의 범위는 0.18~1.11μM로 나타나고 POC는 3.10~8.56μM로 

나타나 광구지역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낸다. APEI6 지역에서는 PON의 농도범위가 0.022~0.72μM로 나타나

고 POC의 범위는 1.88~5.20μM로 나타나 광구지역의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3.3.38, 표 

2.3.3.17).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 다른 수층환경임을 지시하며 수층의 생산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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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8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POC, (b) PON, (c) TOC,  (d) DOC 수직분포도.

AREA　　 TOC(μM) POC(μM) DOC(μM) PON(μM)

BIS
min. 41.69 3.97 36.93 0.41 

max. 75.80 9.93 68.14 1.41 

KOMO　
min. 26.27 1.58 35.38 0.05 

max. 79.93 9.14 73.16 1.25 

APEI9　
min. 40.45 3.10 37.35 0.18 

max. 85.03 8.56 80.12 1.11 

APEI6
min. 41.05 1.88 38.36 0.22 

max. 94.09 5.20 88.89 0.72 

표 2.3.3.1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탄소 및 질소성분의 최대ㆍ최소값

다) 금속성분

연구지역에서 해수 중 금속성분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총 12종(Fe, Mn, Co, Pb, Ni, Cu, Zn, Cd, Ba, Nd, 

Cr, As, V, Mo)의 금속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수층 내 금속의 수직분포에서 크게 ① Scavenged 

type, ② Nutrient type, ③ Conservative type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항목 중 망간의 경우는 Scavenged type으로 표층에서 70ppt 정도, SCM층에서 80ppt정도의 최대값이 

나타나고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 수심 500m에서  50ppt 정도의 작은 농도증가를 보이다, 그 

이하의 수심에서 20 ppt 부근의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PEI6 지역은 표층에서 

77ppt정도이며 수심 200m에서 254.4ppt의 최대값이 나타나고 그 이하의 수심에서는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광구해역이나 APEI9지역보다 매우 높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층의 용존산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OMZ(Oxygen Minimum zone)이 매우 발달된 APEI6 

지역의 중층에서 용출된 망간이 고농도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코발트의 경우는 수직분포가 

망간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적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그림 2.3.3.39).

분석항목 중 니켈, 바륨 그리고 카드뮴은 수층 내 영양염 수직분포와 유사하여 Nutrient type으로 

분류되며 무기영양염류와 유사하게 표층에서 낮은 농도를 보이고 수심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그림 2.3.3.40). 니켈과 바륨은 규산염의 농도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카드뮴의 수직분포는 질산염과 인산염의 수직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 이들 수직분포에서 이는 

니켈과 바륨은 규산질 껍질등과 같은 생체 중 hard part와 연관이 있으며 카드뮴은 생체 중 soft part와 

연관이 있어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간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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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9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Mn, (b) Co, (c)용존산소 수직분포도. 

그림 2.3.3.40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Ni, (b) Ba, (c) Cd 수직분포도.

결론

위도별로 물리적 환경 변화가 큰 광구해역은 크게 남쪽과 북쪽 광구해역으로 구분되며, 연구기간동안 

수층 환경 인자들(pH, 용존산소, 무기영양염, 엽록소-a, 유기물 등)에 대해 수심별 box-whisker plot 

방식으로 장기 자연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연구시기(1996~2014년)동안 광구해역은 표층해류 순환체계의 

변동에 따라 수심 200m 이내에서 표면혼합층과 계절수온약층의 변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쪽 광구해역의 경우 적도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으로, 북쪽 

광구해역의 경우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 환경에 속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구 해역별로 

수층 내 유·무기 화학 인자의 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쳐 순차적으로 생태환경에 변화 및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심 300m 이하부터 수심 5,000m의 해저면까지도 표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연구기간동안 일정한 변동성을 갖는 분포를 나타냈다. 결국 자연적 변화의 영향권에 있는 

광구해역은 자연적 충격에 의해 일정한 변화를 갖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보존지역과 환경충격 시험지역 사이의 유사성은 수심 200m 이내의 표층과 수심 4,000m 이하의 심해수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환경충격시험에 따른 단·장기적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두 지역 표층에서는 환경 인자들의 최소, 최대 그리고 평균 총량 분포로부터 

보존지역이 시험지역에 비해 총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표면혼합층의 출현 

깊이, 계절수온약층의 성층화 강도, 표층 생산성, 강우 등 국지적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카이제곱(χ2)검증을 통해 관측시기(2011~2014년)동안 KOMO 정점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용존산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두 지역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존지역과 시험지역 심해수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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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평균 농도는 각각의 지역에서 파악된 95% 신뢰구간 안에 공통으로 속해 두 지역 간 환경 인자들의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보존지역이 환경충격 

시험지역과 유사한 환경으로 충격시험에 의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교·기준해역으로 타당함을 

지시한다.

국제해저기구가 지정한 환경보호지역(APEI) 중 KR5 광구와 거리가 먼 지역인 APEI6 지역은 수괴특성이 

KR5 광구지역과 상이하며(2.3.3.2.3 참조) 그 결과로 인해 수층 내 존재하는 무기영양염류의 성분비(N/P 

ratio=13.625)가 광구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수층 내 망간의 수직분포에서는 용존산소의 차이로 

인해 농도값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3.3.2.4. 해양지질 및 지화학

2.3.3.2.4.1. 퇴적물분포 및 지화학 특성

지난 20여년간 KODOS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좁은 탐사구역 내에서도 환경적, 그리고 

지형적 특성에 따라 망간단괴 및 퇴적물의 화학적 조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단괴 및 퇴적물내 

주요원소, 미량원소, 희토류 함량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구 내 단괴 및 

퇴적물의 광물·지화학적인 특성 자료를 생산 및 보완하여 이전 연구 결과들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ISA 

환경연구지침의 권고 항목인 퇴적물 내 금속이온 변화를 조사하여 저층충격지역에서 망간단괴 및 

퇴적물의 광물·지화학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퇴적상 특성

가) 광구지역 퇴적상 분류: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분포하는 퇴적물은 7°N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서 

성분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수심이 낮은 7°N 이남에는 탄산염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반면, 

우리나라 광구지역(BIS와 KOMO 지역 포함)을 포함하는 7°N 북쪽에서 채취한 시료는 주로 니질 

퇴적물로 구성된다(그림 2.3.3.41). 

우리나라 광구지역에 분포하는 니질 퇴적물은 색상과 조직에 따라 크게 Unit1, Unit1-2, Unit2, 

Unit3의 네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Unit1은 암회갈색(10YR4/2) 또는 암갈색(10YR4/3 또는 10YR3/3)을 

띠며, 매우 균질하고 함수량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Unit1은 퇴적물을 채취한 모든 MC시료의 

최상부에 수㎝ 이상의 두께로 분포한다. 일부 시료에서는 Unit1의 직 하부 또는 Unit2의 하부에 

함수율이 낮고, 생물교란흔적이 잘 발달한 암갈색 퇴적층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들은 암갈색 

(10YR4/3)으로 Unit1과 매우 유사하지만 함수율과 조직에 있어서 Unit1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때문에 Unit1-2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Unit1의 하부에 놓이는 Unit2는 연노란색(10YR6/4) 또는 

갈색(10YR5/3)을 띠는 퇴적물로 많은 생물교란흔적이 발달되어 있다. Unit3은 대체로 흑갈색( 

10YR3/2)을 띠고 있으며, 약간의 생물교란흔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생물교란흔적은 상부에 놓이는 

Unit1의 암회갈색 점토 또는 Unit2의 갈노란색 점토가 채우고 있다. 

나) KR5 지역 내 Unit1 퇴적물 분포: 우리나라 광구 내 퇴적물 중 Unit1의 두께와 산출 형태(다른 

퇴적상과의 관계)는 남쪽(9°~12°N)에 분포하는 KR5, KR6, KR7 광구와 북쪽(15°~17°N)에 분포하는 KR1, 

KR2 광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북쪽 광구에서 관찰되는 Unit1의 두께가 남쪽 광구에 비해 훨씬 

두껍게 나타난다. KR5 광구지역 내에서 정점의 경사도와 Unit1의 두께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Unit1이 두껍게 발달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3.3.42). 

이러한 경향은 Unit1의 두께 분포가 정점 단위의 작은 규모의 지형변화 보다는 광역적인 지형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다) Unit3 퇴적물 분포: Unit3 퇴적물은 매우 단단하게 고화되어 있어 채광로봇의 이동만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퇴적층이라 할 수 있다. Unit3 퇴적상은 일정한 산출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Unit1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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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1과 Unit2의 사이, 또는 Unit2의 하부 등 불규칙적으로 산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규칙한 

산출 양상은 Unit3이 전지구적 기후 변화나 태평양판의 이동과 같은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퇴적 현상 

보다는 지역적인 화산활동과 같은 불규칙한 퇴적작용에 기인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Unit3이 산출되는 지역이 높은 해저산이 많이 분포하고 지형적으로 경사도가 급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화산기원 퇴적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스멕타이트가 매우 우세하게 분포하여 Unit3의 화산활동 

기원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다.

라) 저층충격지역(BIS)과 보존지역(KOMO)의 퇴적상 분포특성: 단독개발광구 남쪽에 해당하는 KR5 

해역(9°~12°N, 130°N~135°W)의 퇴적물은 대부분 Unit1이 주상시료의 최상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Unit1의 

두께나 산출 형태는 부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존해역인 KOMO을 중심으로 인근에서 채취한 

퇴적물(MC10-01-08, MC10-01-09, MC10-01-KOMO, BC10-01-KOMO)과 BIS 지역에서 획득한 퇴적물 시료 

MC10-01-02, MC10-01-04, MC10-01-05, MC10-01-06, MC10-01-07, BC10-01-02, BC10-01-04, BC10-01-05, 

BC10-01-07,  BC10-01-11) 간의 퇴적상을 비교하면, KOMO 인근에서 채취한 퇴적물은 Unit1이 주상시료의 

최상부(5~10㎝)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하부는 Unit2나 3이 15㎝ 이상 두껍고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같은 정점에서 채취한MC10-01-KOMO과 BC10-01-KOMO의 암상은 최상부 Unit1을 

제외하고 그 이하에서는 다른 암상을 보이고 있어 KOMO 연구해역의 퇴적물 암상은 짧은 거리에도 급격한 

지형적 변화를 보이는 해역으로 해석된다. BIS 지역의 퇴적물 또한 최상부에 위치한 Unit1의 두께나 

직하부에 분포하는 퇴적상의 산출형태가 KOMO 해역과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이는 보존해역인 KOMO 

인근해역과 시험후보지역의 퇴적물 특성이 매우 유사함을 지시한다. 

그림 2.3.3.41  우리나라 광구지역을 포함한 북동태평양 적도해역의 

위도별 해저퇴적물 암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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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2  KR5 광구 수심과 Unit 1 퇴적물 두께.

전단강도 및 물리적 특성

가) 광구해역 퇴적물의 일반적 특성: 2006년 이전까지, 퇴적물의 전단강도 특성은 대한민국 확보 광구 

지역 내 채광기 운용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광구지역 전반에 걸쳐 

2006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퇴적물의 전단강도 특성을 분류하였다. 각 정점의 대표 전단강도는 

망간단괴 채광 시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부 10㎝를 제외한 하부 퇴적물의 전단강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정점에서 획득한 퇴적물 시료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층 10~40㎝ 구간의 전단강도 값을 평균하였다. 퇴적물은 표층 10~40㎝ 깊이까지의 전단강도 

평균값에 따라 크게 4개 유형(미고화, 보통고화, 약과고화, 과고화)으로 구분하였다(표 2.3.3.18). 단, 

주상시료가 40㎝ 깊이까지 채취되지 못한 경우, 측정된 주상시료 최하부의 값을 그 이하 40㎝까지 

연장하여 40㎝ 깊이에서도 최하부와 동일한 값을 보인다는 가정 하에 분류하였다.

2006년까지 획득한 227 정점의 퇴적물 자료를 이용하여 전 광구지역에 대한 전단강도 분포를 구하였다. 

전단강도를 기준으로 채광로봇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통고화 이상의 단단한 퇴적물이 

분포하는 지역은 전체광구의 86.8%를 차지한다. 지역적으로는 북쪽광구에 비해 남쪽광구에서 전단강도 

값이 큰 퇴적물이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광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고품위의 망간단괴가 분포하고 있는 KR5 광구에서는 2000년 이후 다른 광구에 비해 훨씬 많은 

203정점에서 퇴적물이 채취되었다. 203 정점 중 미고화 퇴적물이 분포하고 정점은 20개로 10% 이하를 

차지하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고화 이상의 단단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보통고화 퇴적물 

56정점(27.6%), 약과고화 퇴적물 52정점(25.6%), 과고화 퇴적물 75정점(37.0%)). 이러한 퇴적물의 

분포는 KR5 광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망간단괴 개발 시 채광로봇의 효과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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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층충격지역(BIS)과 보존지역(KOMO) 간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비교: 2007년부터의 실해역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 KR5 지역에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물리적/지질공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KOMO 해역, BIS 해역 및 그 인근지역에서 다중주상시료 채취기(multiple corer)와 

상자형 주상시료 채취기(box corer, spade corer)를 이용하여 총 63개 정점의 표층 퇴적물 시료를 

획득하였다.

KOMO 인근과 BIS 인근의 시료들에 한해 깊이에 따른 전단강도 변화를 살펴보면, 인접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전단강도 특성을 나타냈다(그림 2.3.3.42). 앞서 KR5 지역의 >10㎝ 깊이에서의 전단강도 

분포특성에서는 장소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10㎝ 상부의 표층퇴적물에서는 BIS 지역의 

표층퇴적물(<10㎝)의 전단강도가 KOMO 인근 퇴적물보다 대체로 균일하고 낮게 나타났다(그림 2.3.3.42). 

앞서 기술했듯 표층퇴적물에서 관찰되는 낮은 전단강도는 Unit1 퇴적물에 의해 나타나는데, Unit1 

퇴적물이 BIS 지역에서 더 두껍게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2.3.3.42). 

즉, 채광기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 하부의 전단강도는 BIS 지역과 KOMO 지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채광시 저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의 표층퇴적물의 경우, Unit1 이 발달하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역적 지형 뿐 아니라 국지적인 지형에 

좌우되는 퇴적상 발달 기작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Type Consolidated state Average shear strength 

Type A Under consolidated ≤ 5 kPa

Type B Normally consolidated 5~7 kPa

Type C Slightly over consolidated 7~10 kPa

Type D Over consolidated ≥ 10 kpa

표 2.3.3.18  표층퇴적물(10~40㎝)의 평균전단강도에 따른 퇴적물의 4가지 분류기준

그림 2.3.3.43  KOMO 지역과 BIS 지역의 깊이에 따른 전단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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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지화학 특성

채광활동에 의한 퇴적물의 부유 및 재퇴적은 저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환경영향은 

환경충격시험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저층충격지역(BIS)과 보존지역(KOMO)에서 2013년과 2014년 실해역 

탐사 중 획득한 표층퇴적물 내 주원소 함량, 희토류 함량 및 주요 중금속(Cu, Ni, Co, Zn, Pb, Cd) 함량을 

서로 비교하여 지역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퇴적물의 원소조성은 산출되는 퇴적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퇴적상(UnitI, Ⅱ, Ⅲ) 간 지화학조성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토의하였다. 

BIS 해역과 KOMO 해역간 비교를 위해, 2012년, 2013년, 2014년에 BIS 해역에서 획득한 10개의 

다중주상시료와 KOMO 해역에서 획득한 4개의 다중주상시료에 대한 화학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3.3.19). 이들 시료의 주요 원소 함량에 대해서 X선 형광분석(XRF, X-ray Fluorescence)을, 희토류 

함량에 대해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ICP-MS)을, 주요 중금속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ICP-OES)을 실시하였다. 

Core No. Lat(°N) Long(°W) Unit Depth(m) Length(㎝) Area

MC13-02-04 10.5113 131.9358 I/Ⅲ 5,135 27 BIS

MC13-02-07 10.5013 131.9216 I/Ⅱ 5,144 43 BIS

MC13-02-10 10.4872 131.9142 I/Ⅱ 5,062 43 BIS

MC13-02-11 10.4833 131.9410 I/Ⅲ 5,090 13 BIS

MC13-02-12 10.4851 131.9228 I/Ⅲ 5,159 22 BIS

MC13-02-15 10.4994 131.3175 I/Ⅲ 4,990 25 KOMO

MC12-01-㎞01 10.4998 131.3442 I/Ⅱ 4,926 18 KOMO

MC14-02-02 10.5178 131.9247 I/Ⅱ 4,982 33 BIS

MC14-02-04 10.5065 131.9316 I/Ⅱ 5,650 39 BIS

MC14-02-07 10.5006 131.9245 I/Ⅲ 5,142 24 BIS

MC14-02-09 10.4919 131.9336 I/Ⅲ 5,165 28 BIS

MC14-02-12 10.4806 131.9237 I/Ⅲ 5,151 23 BIS

MC14-02-15 10.5010 131.3202 I/Ⅱ 5,002 32 KOMO

MC14-02-16 10.5006 131.3329 I/Ⅱ 5,038 30 KOMO

표 2.3.3.19  지화학조성 분석을 수행한 다중주상시료 채취정점 위치, 수심 및 길이

가) 퇴적상 간 REE 함량 비교: KOMO 지역과 BIS 지역 모두에서, 퇴적상에 따라 REE의 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2.3.3.44). Unit3에서 REE의 함량이 높으며, Unit1과 Unit2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Unit3에서 BIS 지역의 REE 함량이 KOMO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KOMO 지역에서 

획득한 시료 중 Unit3이 포함된 코아는 MC13-02-15 하나뿐으로 분석된 시료 역시 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지역 간 특성에 기인하는지 여부는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Unit1과 Unit2는 지역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특히 표층퇴적물을 구성하는 Unit1의 경우에는 BIS 

지역과 KOMO 지역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KOMO 지역과 BIS 지역에 분포하는 퇴적물 내 REE 

분포는 퇴적상이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서인아 외, 2014), 퇴적상에 따른 희토류의 농도 차이는 각각의 

퇴적상에 농집되는 기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시료 모두 REE 함량과 Fe/Al간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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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r=0.78, n=47)를 나타내며, 이는 Fe산화/수산화물 입자에 의한 REE의 흡착이 연구지역 

퇴적물 내 REE의 농집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시한다. 이 중 REE 함량이 가장 높은 Unit3은 열수 기원 

물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서인아 외, 2014). 연구 해역은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적도수렴대(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의 북쪽에 위치하여 북반구 기원의 풍성기원입자가 

주로 퇴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Hyeong et al., 2011), 이러한 해양환경은 신생대 마이오세(ca. 

5.3ma)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Hyeong et al., 2014, 2016, Palike et al., 

2012). 또한 KR5 지역의 해양환경은 주로 적도수렴대와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위도에 따른 차이를 보일 뿐(이유리 외, 2014, Khim et al., 2015), 비슷한 경도에 위치한 BIS지역과 

KOMO 지역의 해양환경 및 퇴적 기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BIS 지역과 KOMO 지역에 분포하는 표층퇴적물 내 희토류 함량은 주로 퇴적상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단강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nit1의 

분포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 두 지역간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은 있다.

나) 퇴적상 간 중금속 함량 비교: 광구해역 퇴적물 내 중금속의 농집기작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전체 코어를 대상으로 퇴적상 간의 중금속 함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2.3.3.20, 그림 2.3.3.45). 

분석 대상인 모든 금속은 Unit2에서 그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Cu, Zn, Pb 그리고 Cd의 함량은 

Unit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Ni 및 Co는 Unit1과 Unit3에서 유사한 함량을 보였다. 중금속 원소가 

Unit3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Unit3 내 열수 기원의 금속 산화물이 풍부히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희토류의 농집양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희토류 함량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Unit1과 2가 중금속의 분포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이러한 차이는 

Unit1에 포함된 미세 망간 산화물 또는 미세 망간단괴의 존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Unit1과 

Unit2 퇴적물에 포함된 희토류 원소가 주로 열수기원 물질과 대륙 기원의 풍성기원 입자에서 

공급되었다면, 중금속 원소는 망간단괴에 매우 높은 농도로 농집되어 있다. 실제로 REE 원소의 

함량은 망간단괴보다 Unit3 퇴적물에서 더 높게 나타나나, 중금속 원소는 퇴적물에 비해 

망간단괴에서 현저히 높게 관찰된다(해양수산부, 2013). 따라서 수층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Unit1에서 

수성, 혹은 속성 미세 단괴나 망간 산화/수산화물의 생성이 일어날 수 있고 중금속원소가 망간 

산화/수산화물에 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3.44  지역 및 퇴적상 간 평균 희토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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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S.D. Cu S.D. Ni  S.D. Pb S.D. Zn S.D. Cd S.D.

 Unit1

BIS 77.59 16.23 462.49 134.20 169.16 56.11 28.07 16.39 150.88 19.59 0.13 0.15

KOMO 85.81 10.03 451.40 80.82 190.30 27.40 34.25 17.92 166.92 67.97 0.18 0.10

Avg. 80.73 14.66 458.25 116.14 177.24 48.11 30.43 17.13 157.01 44.95 0.15 0.13

 Unit2

BIS 39.90 14.29 378.78 106.17 103.01 34.48 25.35 15.17 148.44 23.42 0.06 0.09

KOMO 40.46 8.96 362.85 91.72 85.82 8.57 19.30 9.98 148.96 11.95 0.02 0.05

Avg. 40.08 12.71 373.56 101.14 97.38 29.70 23.37 13.89 148.61 20.27 0.05 0.08

 Unit3

BIS 74.01 36.63 651.75 128.77 148.57 60.86 47.32 17.95 189.76 24.73 0.15 0.11

KOMO 172.00 41.01 872.50 85.56 344.00 93.34 62.35 2.62 206.50 4.95 0.39 0.13

Avg. 80.14 43.47 665.55 136.73 160.78 77.82 48.26 17.76 190.81 24.28 0.16 0.12

표 2.3.3.20  퇴적상 및 지역에 따른 중금속 함량 평균(ppm)

그림 2.3.3.45  퇴적상 및 지역에 따른 중금속 함량 평균.

다) 최상부 퇴적물 내 희토류 및 중금속 분포특성: 획득한 퇴적물 코아 내 희토류와 중금속원소의 분포 

양상에 따르면, BIS지역과 KOMO지역 모두에서 퇴적상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BIS 지역과 KOMO 지역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퇴적층의 형성 기작이 매우 유사했으므로, 이를 구성하는 원소 조성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지적인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원소조성을 보이는 Unit1과 Unit2가 BIS와 

KOMO 지역의 심해저 퇴적체 최상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저층환경충격실험 시 퇴적물의 부유 및 

재퇴적으로 발생할 환경영향은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층환경충격시험시 가장 큰 교란이 

발생할 퇴적층인 최상부 10㎝ 이하 구간에서 중금속 원소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 장소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3.3.46). 따라서 퇴적물 내 희토류 및 중금속의 환경영향은 BIS와 KOMO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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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6  BIS와 KOMO의 상부 10㎝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결론

심해저 망간단괴의 상업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광구 해역 내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파악은 향후 저층환경충격실험에 사용될 기초자료로서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밀 및 환경탐사를 

통해 KR5 지역 내 위치하는 저층충격지역(BIS)과 보존지역(KOMO)에서 확보한 심해퇴적물의 물리적/화학적 

조성을 파악하였다. 

BIS와 KOMO 지역 퇴적물의 퇴적상은 KR5 지역 퇴적물에서 보고되고 규정된 퇴적상 분포에 따른다. 즉, 

광구 해역 중 북위 7도 이북의 퇴적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적점토 퇴적물 중 암회갈색의 균일한 

퇴적물인 Unit1, Unit1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지만 연갈색을 띠며 Unit1의 하부에 놓이는 Unit2, 그리고 

흑갈색을 띠며 고화된 Unit3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분포한다. BIS지역과 KOMO 지역의 퇴적물은 동일한 

퇴적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망간단괴 채광활동을 통해 발생할 퇴적물의 부유 및 재퇴적이 저서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퇴적물의 

전단강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채광기 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전단강도 특성에 따르면 BIS 지역과 KOMO 지역 내 90% 이상의 정점에서 심부 퇴적물(>10㎝ 깊이)이 

고화되었고 두 지역간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채광활동에 의해 교란될 천부 퇴적물(<10㎝ 

깊이)의 경우 BIS 지역이 KOMO 지역에 비해 전단강도가 작고 균일한 특성을 나타난다. 이는 고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Unit1 퇴적물이 BIS지역에 더 두껍게 분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Unit1의 

출현을 좌우하는 기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퇴적물의 화학조성 역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퇴적상에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부에 

위치한 Unit3의 REE 및 중금속 함량이 다른 퇴적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Unit3에 열수기원 철산화물이 

다량 함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Unit1과 Unit2는 희토류 함량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주요 

중금속의 함량이 Unit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Unit1에 포함된 미세 망간단괴(망간 산화/수산화물)이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KOMO 지역과 BIS 지역 내 심해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퇴적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특성을 나타냈다. 즉, 대상 지역의 상부에 나타나는 퇴적상에 따라 충격시험시 발생할 환경영향이 결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KR5 광구지역 내 수층-표층 경계면에 분포하는 퇴적물은 모두 Unit1으로, Unit1이 

발달한 두께가 환경충격시험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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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4.2. 침강입자 플럭스

태평양 및 인도양에서 저층 환경충격 시험의 영향을 평가한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인위적 충격에 의한 

재부유 물질의 양 측정과 이의 장기간 거동, 복원과정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해역 내 침강입자의 

자연 변동량에 대해서는 고려된 바 없다(Ozturgut et al., 1980, Trueblood et al., 1997. hung et al., 

2001, Sharma et al., 2001, Parthiban, 2000). 태평양 해역 내 침강입자는 주기적/비주기적 자연현상에 따라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Dymond 

and Collier, 1988, Karl et al., 1995, Chavez et al., 1999, DeMaster, 1981). 이는 저층 환경충격 시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침강입자의 장기 자연 변동량 고려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망간단괴 광구해역 내에서 기초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 모니터링 

정점(KOMO station)과 그 주변해역을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광구해역 내 침강입자 플럭스의 자연 변동량을 

관측하고 있다. 보존지역의 생물학적 인자와 지질학적 인자와 유사한 환경 특성을 보이는 동일한 위도 상에 

저층충격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이 해역 내 한 정점(BIS station)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침강입자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해역 내 보존지역인 KOMO 정점에서 약 11년간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로 획득한 침강입자의 자연 변동량을 평가하였으며, 보존지역과 저층충격시험 지역 

간의 침강입자 플럭스의 시기적 변동을 비교하였다.

연구지역 및 방법

연구해역의 표층해류는 바람에 의해 다양한 순환체계로 형성되며, 서향류인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동향류인 북적도 반류가 존재한다.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설치한 KOMO와 BIS 정점은 북적도 

해류와 북적도 반류사이에 형성되는 지역적인 용승대에 위치한다. 이 용승대는 적도 수렴대의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Hyun and Yang, 2005). 적도수렴대는 계절적으로 4°~11°N 사이에서 그 위치가 변하며, 

이에 따라 연구해역의 표층 수온, 염분, 바람의 세기와 혼합층의 깊이는 주기적인 변동을 보인다(Kim et 

al., 2011, Lavín et al., 2006, McGee et al., 2007, Romero-Centeno et al., 2007, Kim et al., 2008).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 내 보존해역에서 침강입자 플럭스의 자연 변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는 200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1년간 KR5 해역 내 KOMO 정점(10°30’N, 

131°20’W)에 설치하였다(그림 2.3.3.47). 

그림 2.3.3.47  북동태평양 적도해역과 아열대 해역 사이에 위치한 

KOMO 정점과 저층충격시험 지역 내에 위치한 BIS 정점.

보존지역과 저층충격시험 지역간의 침강입자 플럭스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저층충격지역 내 BIS 

정점(10°32.5’N, 131°55’W)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3년 간 침강입자를 획득하였다. 

각각의 정점에서 획득한 시료들은 밀봉 후 4℃ 이하로 냉장 보관하였으며, 실험실로 운반하여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였다. 획득된 침강입자는 지화학 분석을 위하여 WSD-10(Wet Sample Divider-10, 

McLane)을 이용하여 다섯 등분하였으며, 이 중 네 개는 증류수로 세 번이상 세척하여 동결·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총질량 플럭스를 계산하였다. 총탄소 함량은 CNS 원소분석기(Th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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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Scientific, Elemental analyzer, Flash EA11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무기탄소 함량은 

Coulometrics 무기탄소 분석기(CM5014 Model, U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Kim et al., 2014). 

탄산칼슘(CaCO3) 함량은 무기탄소 농도에 탄산칼슘 분자량 비(CaCO3/C)인 8.33을 곱하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14). 유기탄소 함량은 총탄소 함량에서 무기탄소 함량의 차로 구하였다(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침강입자 내 생물기원 규소 함량은 85℃에서 0.5N 수산화나트륨(NaOH)을 

이용하여 시간 별로 용해하여 측정하였으며, 규산염(SiO2)의 분자량을 곱하여 계산하였다(DeMaster, 1981). 

보존지역(KOMO)에서 침강입자 플럭스의 수심별 시계열 변화

2009.9월부터 2014.6월까지 KOMO 정점 상층(1,200m)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0.06~101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19.6±22.1mgm-2day-1(n=39)로 나타났다. 총질량 플럭스의 최대값은 2010년 

3월에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012년 3월에 관측되었다(그림 2.3.3.48).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KOMO 정점의 중층(2,300m)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0.8~33.1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21.6mgm-2day-1(n=7)로 나타났다(그림 2.3.3.48). 2008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저층(4,500m)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4.79~132.6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36.2±28.8mgm-2day-1 (n=62)로 

나타났다. 총질량 플럭스의 최대값은 2013년 2월에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014년 7월에 관측되었다. 

2003.7월부터 2014.6월까지 약 11년 동안 심해저층(4,950m)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3.48~129.9 

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33.6mgm-2day-1(n=121)로 나타났다. 총질량 플럭스의 최대값은 2008년 

5월에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004년 6월에 관측되었다(그림 2.3.3.48).

침강입자 플럭스의 자연 변동

연구기간 동안 심해저층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뚜렷한 월/계절 변화를 보였다(그림 2.3.3.48). 

월별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14.6~59.9mg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최대값은 2월에 나타났고 

최소값은 6월에 관측되었다(그림 2.3.3.48). 평균 탄산칼슘 플럭스는 5.7~29.2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최대값은 3월에 나타났고 최소값은 7월에 관측되었다. 평균 유기탄소 플럭스의 변화범위는 

1.23~4.79mgm-2day-1이었으며, 5월에 최대값과 8월에 최소값을 보였다. 평균 생물기원 규산염 플럭스는 

2.0~8.4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최대값은 1월에 나타났고 최소값은 6월에 관측되었다(그림 

2.3.3.48).총질량 플럭스는 봄과 겨울(12~5월, 44.3±28.6mgm-2day-1, n=62)에 높았고, 여름과 

가을(6~11월 , 17.3±8.76mgm-2day-1, n=59)에 낮은 값을 보였다. 생물기원 플럭스(유기탄소, 탄산칼슘, 

규소)도 총질량 플럭스와 유사한 계절변동을 나타냈다. 특히, 봄과 겨울에 관측된 탄산칼슘 

플럭스(19.1±12.8mgm-2day-1)는 여름과 가을(6.2±2.8mgm-2day-1)보다 4배 가량 높게 측정되어, 다른 

생물기원 구성성분들의 계절적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침강입자의 계절변동뿐만 아니라, 침강입자 

플럭스는 2007년까지에 비하여 2008년부터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탄산칼슘 플럭스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다른 생물기원 구성성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그림 2.3.3.48, 2.3.3.49). 미국 

국립 해양 대기국(NOAA)에서 제공하는 Ocean Niño Index(ONI)에 기초하여 관측기간 동안 세 번의 엘니뇨와 

라니냐가 관측되었다(weak 엘니뇨, 2004.06~2005.02, moderate 엘니뇨, 2006.08~2007.01, strong 엘니뇨, 

2009.06~2010.04 moderate 라니냐, 2011.09~2012.03, strong 라니냐, 2007.08~2008.06, 2010.07~ 2011.04, 

그림 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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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8  연구기간 동안 관측된 태평양 Niño 3.4 해역의 (a) 표층 수온 이상치와 (b)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KOMO 정점 인근의 엽록소-a 농도, (c~e) KOMO 정점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시계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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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9  두 시기(2003~2007, 2008~2013) 동안 심해저층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월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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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시기는 평상시기로 관측되었다.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침강입자 플럭스의 

변동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기의 계절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평상시기의 총질량 

플럭스를 기준으로 구분된 시기는 북동태평양 해역의 해양학적/기상학적 특성들의 계절적 변동과 잘 

일치하며, 이를 기준으로 warm 계절(6~11월)과 cold 계절(12~5월)로 구분하였다(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평상시기 warm 계절 동안 심해저층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3.48~32.6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16.5mgm-2day-1(n=35)로 나타났다(그림 2.3.3.48). 

이에 반해 cold 계절 동안 심해저층에서 총질량 플럭스는 6.2~105.5mg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평균값은 35.2mgm-2day-1(n=31)로 측정되어 warm 계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2.3.3.48). 

이러한 침강입자 플럭스의 계절변동은 적도수렴대의 계절적 위치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겨울과 봄에는 적도수렴대의 남하에 따른 바람의 세기 증가와 강우량의 감소로 표층해양의 염분이 

증가하고, 수온이 감소하여 표층해양의 성층화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또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 수층혼합이 활발해져서, 수온약층 이하로부터 영양염 공급이 증가되어 표층해양의 생산력이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북동태평양 연구해역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계절변동은 적도수렴대의 

계절적 위치변동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에 의한 표층해양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간 동안 관측된 2004/2005년 weak과 2006/2007년 moderate 엘니뇨 기간은 공통적으로 8월부터 

1월까지 관측되어 주로 warm 계절의 침강입자 플럭스를 반영한다. 이 두 기간 동안의 평균값은 각각 

15.9㎜gm-2day-1, 10.1mgm-2day-1로 관측되어 평상시기 warm 계절의 평균 플럭스(16.5㎜gm-2day-1, n=35)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그림 2.3.3.48). 특히 2004/05년 weak 엘니뇨 기간 동안의 평균 플럭스는 

평상시기 warm 계절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2006/2007년 moderate 엘니뇨 기간 동안 평균 

플럭스는 평상시기 warm 계절 평균값보다 약 40% 감소하였다(그림 2.3.3.48). 이는 북동태평양 해역에서 

엘니뇨 기간 동안 일차생산성과 침강입자 플럭스가 감소한다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Chavez et al., 

1999, Honjo et al., 1995, Berelson et al., 1997). 따라서 2004/05년 weak 엘니뇨 기간의 침강입자는 

평상시기와 비교적 유사하게 관측되었지만, 2006/2007년 moderate 엘니뇨 기간 동안의 수층 침강입자는 

평상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관측된 2009, 2010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의 총질량 플럭스는 

16.7~66.1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28.mgm-2day-1(n=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평상시기보다 증가된 값을 보였으며, 2004/2005년 weak 엘니뇨와 2006, 2007년 

moderate 엘니뇨 시기 보다는 각각 1.5배와 약 3배 높은 값이 관측되었다(그림 2.3.3.48). 2009, 2010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1월부터 3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표층 수온 이상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무역풍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강한 혼합조건의 

의한 해양 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KOMO 정점에서 1997/98년과 2009/10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에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침강입자 내 생물기원 구성성분들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Kim et al., 201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1997,1998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보고된 1982, 1983년 strong 엘니뇨 시기와 유사하게 유기탄소 플럭스와 생물기원 규산염 플럭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9, 2010년 strong 엘니뇨 시기에는 탄산칼슘 플럭스만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유성 유공충 플럭스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et al., 2012). 이는 1982, 1983년과 

1997, 1998년 strong 엘니뇨 시기에는 표층 해양 일차생산성의 증가를 지시하는 생물기원 플럭스가 증가한 

반면, 2009, 2010년 strong 엘니뇨 시기에는 동물 플랑크톤인 부유성 유공충 플럭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두 시기 해양생물 구성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KOMO 정점과 인근해역인 site S 정점에서 Dymond and 

Collier(1988)가 제시한 1982/1983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 침강입자 플럭스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북적도 반류(NECC) 세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용승현상에 의해 표층 해양 일차생산성이 증가하였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Dymond and Collier(1988)의 가설은 이후 Murtugudde et al.,(1999)와 Wilson and 

Adamec(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Murtugudde et al.(1999)와 Wilson and Adamec(2001)은 

1997/98년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 SeaWiFS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표층 해양 엽록소 농도를 관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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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북동태평양 수온약층 융기대 해역의 표층 엽록소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strong 엘니뇨 기간 동안 북동태평양 융기대 해역의 엽록소 증가 원인을 Dymond and 

Collier(1988)이 제시한 북적도 반류의 세기 증가로 인하여 수온약층 융기대 해역의 수온약층이 수심 100m 

이내로 융기하여 용승현상에 의한 일차생산성이 증가된 영향이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엽록소 농도와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GODAS)에서 획득한 해수면 높이 아노말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전 연구결과들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측된 1997, 1998년 strong 

엘니뇨 기간 중, 침강입자 플럭스의 증가 현상은 북적도 반류 세기 증가로 인한 용승현상과 일차생산성 

증가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09/10년 강한 엘니뇨는 1982, 1983년과 1997/98년 

엘니뇨(동태평양 타입)와 다른 타입(중앙 태평양 타입)의 엘니뇨로 분류된다(Kim et al., 2012, Lee 

andmcPhaden, 2010, Takahashi et al., 2011). 2009/10년 중앙태평양 타입의 강한 엘니뇨 시기 KOMO 

정점에서 획득된 침강입자는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유성 유공충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Kim 

et al., 2012). 일반적으로 중앙태평양 타입의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KOMO 정점을 포함하는 

중앙태평양-북동태평양의 수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et al., 2012, Lee and McPhaden, 

2010, Takahashi et al., 2011). 이 시기에 부유성 유공충의 급격한 증가는 수온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OMO 정점에서 획득한 침강입자 내 부유성 유공충 종 조성은 시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Lee et al., 2014). 겨울-봄철에 초식성 유공충이 번성한 반면, 비교적 수온이 높게 관측된 여름철에 

잡식성 유공충이 우세하게 관찰되었다(Lee et al., 2014). 이는 2009, 2010년 strong 엘니뇨 시기에 비교적 

높게 관측된 부유성 유공충도 잡식성 유공충의 종 조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기간 동안 2011.09부터 2012.03까지 2011, 2012년 moderate 라니냐가 관측되었다(그림 2.3.3.48). 이 

기간 동안의 총질량 플럭스는 20.3~103.6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49.4mgm-2day-1 

(n=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평상시기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연구기간 동안 두 번의 strong 라니냐(2007, 2008년과 2010, 2011년)가 관측되었으며, 이 두 

시기는 약 1년간 발달하여 warm, cold 계절을 모두 반영한다. 2007/08년 strong 라니냐 기간 동안, 평균 

플럭스는 56.3mgm-2day-1(n=11)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2008.05(129.9mgm-2day-1)에 관측되었다. 2007, 

2008년 라니냐 기간 동안 관측된 평균 플럭스는 평상시기의 평균 플럭스에 비해 약 3배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2010.08부터 2011.05까지 관측된 2010, 2011년 strong 라니냐 기간 동안,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는 7.21~94.4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48.0mgm-2day-1(n=9)로 

나타났다. 2010/11년 라니냐 기간 동안 관측된 평균 총질량 플럭스도 평상시기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 

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을 보여, 2007/2008년 라니냐 시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번의 strong 

라니냐 기간 (2007, 2008년과 2010, 2011년) 동안 총질량 플럭스는 7.21~129.9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52.6mgm-2day-1(n=20)로 나타났다. 또한, 라니냐 기간 동안의 계절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기간의 평균 플럭스 값을 계산하였다. 두 번의 strong 라니냐 기간 동안 warm 

계절과 cold 계절의 평균 플럭스는 각각 21.8mgm-2day-1(n=9), 77.8mgm-2day-1(n=11)로 나타나 평상시기의 

계절적 차이보다 더 크게 관측되었으며, 특히 cold 계절의 평균 플럭스가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라니냐 기간 동안의 플럭스는 라니냐 효과와 계절 변동효과를 함께 포함한 값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라니냐 기간 동안 수층 침강입자는 평상시기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이는 라니냐 효과와 계절 변동효과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저층충격시험지역과 보존지역 간 침강입자 플럭스 비교

2011.08부터 2014.06까지 KOMO 정점의 수심 4,500m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10.5~132.6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40.2±32.7mgm-2day-1(n=26)로 관측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2013.02과 2014.606에 관측되었다(그림 2.3.3.50). 연구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는 

겨울~봄철(12~5월, 55.0±36.4mgm-2day-1, n=15)에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름~가을철(6~11월, 19.9±6.5mgm-2day-1, 

n=11)에 비교적 낮은 값을 보여 뚜렷한 계절적 차이를 나타냈다. 

저층충격지역 내 BIS 정점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보존지역 내 KOMO 정점과 유사한 계절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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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그림 2.3.3.50).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BIS 정점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11.4~115.2mg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34.3±27.2mgm-2day-1로 관측되었다. 관측 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의 최대값은 2012년 2월에 나타나 KOMO 정점에서 최대값(2013.02)을 보인 시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최소값도 KOMO 정점과 동일한 시기에 측정되었다(그림 2.3.3.50). 또한 BIS 정점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KOMO 정점과 유사하게 겨울~봄철(12~5월, 47.7±29.2mgm-2day-1)에 높고, 

여름~가을철 (6~11월, 16.0±4.9mgm-2day-1)에 비교적 낮은 플럭스를 보였다(ANOVA test: df=24, F=12.6, 

p<0.05). 특히 동일한 수심(4,500m)의 BIS 정점과 KOMO 정점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의 월별 변동은 높은 

상관성을 보여, 두 정점에서 관측된 침강입자의 시기적 변동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2=0.8167, 

n=26)(그림 2.3.3.50(b)). 

본 연구의 북동태평양 해역 내에 위치한 KOMO 정점과 BIS 정점에서 관측된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각각 45.3와 39.7mgm-2day-1로 나타났다. 이는 동태평양 적도해역(5°S~5°N)에서 보고된 총질량 플럭스 

(50~150mgm-2day-1)에 비해 낮았으며, 북동태평양 중위도에 위치한 하와이 인근 해역(ALOHA station)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28~41mgm-2day-1)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다(Dymond and Collier, 1988, Karl et al., 

1995, Honjo et al., 1995). 이러한 해역에 따른 총질량 플럭스의 차이는 위도에 따른 일차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한다(Chaves et al., 1999). 예를 들어, 인공위성(SeaWiFS)을 이용하여 관측한 표층해양 엽록소 

농도는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가장 높게 관측되었으며, 북동태평양의 엽록소 농도는 적도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되었다(Kim et al., 2011, Chaves et al., 1999). 따라서 우리나라 망간단괴 광구해역 

내 KOMO 정점과 BIS 정점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적도해역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해역별 

생물학적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점 (KOMO와 BIS)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겨울~봄철에 높고, 여름-가을철에 비교적 낮은 값을 

보여 뚜렷한 계절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표층해양 생산성의 계절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동태평양 

표층의 엽록소 농도는 겨울~봄철(0.2mgm-3)에 높고, 여름~가을철(0.1mgm-3)에 낮은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였다(Kim et al., 2011, Dymond and Collier, 1988, Honjo et al., 1995, Lee et al., 2014, El-Sayed 

and Taguchi, 1979, Haake et al., 1993). 또한, Kim et al.(2011)은 북동태평양 해역에서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여 동일한 계절변동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적도수렴대의 계절적 위치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해석하였다. 북동태평양 해역에서 적도수렴대는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의 상대적인 세기에 

비례하여, 계절적으로 4°N에서 11°N 사이에서 그 위치가 변화한다(Pennington et al., 2006, Amador et 

al., 2006).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해역은 표층 수온이 높고 많은 강우량을 보이며,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수층 내 강한 성층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1, McGee et al., 2007, 

Pennington et al., 2006). 여름~가을철에 강한 성층화로 인해 해양 생산성이 감소하며, 이 영향으로 

침강입자 플럭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겨울,봄철에 적도수렴대는 4°N로 남하하며, 이 

영향으로 본 연구해역은 북동무역풍의 세기 증가와 강우량의 감소로 수층 내 혼합층이 깊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1). 겨울,봄철에 북동무역풍이 증가함에 따라 수층 혼합이 활발해져서 

저층으로부터 영양염 공급이 증가되어 해양 생산성 증가로 침강입자가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동태평양 해역 내에 위치한 두 정점(KOMO와 BIS)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계절변동은 적도수렴대 

위치의 계절변동에 따른 동일한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보존지역과 시험지역이 

동일한 해양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42 -

그림 2.3.3.50  연구기간 동안 KOMO 정점(4,500m 수심)과 BIS 정점에서 

관측된 (a)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의 변화와 (b) 관계성.

2.3.3.2.4.3. 퇴적율

퇴적물 Be 연대측정 
10Be는 우주기원 방사선 동위원소로서 반감기는 약 150만년이며 해수 중 체류기간(residence time)은 약 

1,600년으로 알려져 있다(Faure, 1986). 10Be는 반감기가 비교적 짧고 체류기간이 해수 순환 속도에 비해 

길기 때문에 퇴적물의 퇴적속도와 연대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Faure, 1986). 또한,  

Goel, et al.(1957)과 Amin et al.(1966)이 처음으로 10Be을 이용하여 해양퇴적물의 퇴적율을 측정한 후 
10Be을 이용한 연대측정은 0~15ma까지의 해양 퇴적물 연대를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 10Be를 

이용한 연대측정 시 일반적으로 깊이에 따른 10Be/9Be 비를 이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KR5 해역 내 퇴적물 

성분의 변화 때문에 10Be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코아 BC08-02-13의 상부 3개 지점에서 측정된 10Be 값은 깊이에 따른 일정한 값을 보인다(그림 

2.3.3.51). 이는 일반적으로 퇴적물이 급격하게 쌓이는 slump지역이나 퇴적물 유입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지역이 북서 태평양 지역임을 고려할 때 생교란에 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 시 10Be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으로 여과를 시킨 후 잔여시료를 관찰한 

결과, 다른 시료들은 모두 우유빛 색깔을 보였으나 상부 3개의 시료만 회색을 보였고 9Be가 상대적으로 

적게 축출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퇴적율 계산 시 상부 3 지점의 10Be 농도를 제외하고 깊이에 따른 

10Be의 농도변화를 계산하였다(그림 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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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1  BC08-02-13의 퇴적 깊이에 따른 10Be 농도변화.

그림 2.3.3.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 3 지점을 제외한 추세선은 약 92%의 R2를 보이며, 지수값 

-0.0456을 갖는다. 이 값을 식 (1)에 대입하여 깊이에 따른 상대적인 연대값을 구하고 식 (2)에 대입

하여 전체구간의 퇴적율을 계산하였다. 

연대 (Ma) = ln(exp(-0.0456×depth))×1.36/0.693  

퇴적율 (㎝/Ma) = 1/(-ln(exp(-0.0456))×1.36/0.693) 

여기서, 10Be 반감기 = 1.36×106 yr, ln2 = 0.693을 나타낸다.

위 식들을 이용하여 측정된 연구지역의 퇴적율은 약 11.17㎝/Ma로 나타났으며, 각 Facies 경계의 연

대는 상부로부터 0.58Ma, 2.01Ma, 2.77Ma로 나타났다(그림 2.3.3.52).

그림 2.3.3.52  BC08-02-13의 퇴적상과 각 Facies 경계의 연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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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의 퇴적율은 상부 FaciesI 에서 측정된 세 값을 제외하면 전체구간에서 11.17㎝/Ma로서 B2 지역 

BC-96 코아의 퇴적율(0.9㎝/Ma)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Be는 세립의 입자에 흡착되어 

해수 중에서 빠르게 제거되어 심해 퇴적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세립의 입자가 10Be의 주요 운반자역할을 한다. 

따라서 퇴적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퇴적물 내 10Be 농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BC-96 

코아를 획득한 B2 지역에서 퇴적률이 낮으나 오히려 10Be 농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심층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BC08-02-13코아는 3개의 Facies로 나뉘는데 FaciesⅢ는 2.0Ma 이전에 퇴적되었으며, FaciesⅡ는 0.58Ma 

이전에, 그리고 FaciesⅠ는 0.58Ma 이후 현재까지 퇴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B2 지역에서 

채취한 코아 중 BC96-18 코아에서는 퇴적상을 3개의 Units(UnitI/Ⅱ, UnitⅢa, UnitⅢb)로 나누었으며 

FaciesⅢa 상부 경계에서 1.6Ma가 측정되었다. 이는 금번 연구지역에서 나타난 연대보다 다소 어린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차이이거나 계산 시 발생되는 옵션들 즉, 다른 반감기 그리고 다른 추세선 

적용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FaciesⅠ의 하부경계 연대를 측정하였는데 이 

값은 태평양 중앙부에서 측정한 값보다 약 2배 높은 경향을 보인다. 퇴적학적, 지화학적 분석결과는 

FaciesⅠ의 하부 경계인 0.58Ma경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FaciesⅡ의 상부가 

침식을 받은 후 FaciesⅠ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시대별로 FaciesⅠ, FaciesⅡ는 제4기에, FaciesⅢ는 제 

3기말에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자료에 따르면 FaciesⅠ와 FaciesⅡ는 발원지가 중국인 육성기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FaciesⅢ는 제3기말 동안 남반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남동 태평양 화산대의 

화산기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3.3.2.4.4.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 분포특성

해양의 여러 환경에서 총탄소(TC)와 그 구성성분인 유기탄소(OC)과 무기탄소(IC)의 분석은 많은 

생지화학적 연구들에 있어 필수적인 분석항목이다(King et al., 1998). 해양에서 퇴적물로 유입된 유기물은 

퇴적물 내 서식하는 저서생물 및 미생물의 먹이로 대부분이 재순환되고 일부가 지각으로 영원히 묻히게 된다. 

외양에서는 일차생산의 0.03% 정도, 연안에서는 일차생산의 0.8% 정도만이 퇴적물에 축적된다(Balzer, 1984, 

Berger et al., 1989). 이렇게 퇴적층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저서생태계에 먹이 및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기물은 

초기속성 작용을 유도하고 생지화학적 환경조건을 결정하여 생물과 무기금속들의 재 분포에 큰 영향을 

준다(Berner, 1980). 따라서 유기물 연구는 저서생태환경 및 지화학적 성분들의 순환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기물중 탄소의 함량이 전체 유기물의 약 48~60%를 차지하기 때문에(BisutⅡ et 

al., 2004), 해양의 물질순환과 저서생태연구에서 퇴적층 내 유기탄소 성분의 분석은 아주 중요하다.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의 광역분포

131.5°W 선상에서 위도별 변화를 5°~17°N 지역(2003년), 0°~12°N지역(2005년)에 대해 관측하였고 1° 

간격으로 탄소 및 질소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총탄소량은 0°~6°N까지는 80mg/g~100mg/g 정도로 높은 

값을 보이다가, 7°N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8°N부터는 1mg/g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N을 

기준으로 탄산염보상심도와 생산력이 변화가 나타나 탄산염 퇴적물이 용해되지 않는 저위도 해역에서는 

총탄소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규산질 퇴적물이 우세한 고위도 지역에서는 총탄소량이 낮게 나타난다(그림 

2.3.3.53). 유기탄소와 총질소의 함량은 7°N부터 증가하고 16°N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층의 식물풀랑크톤의 생체량과 연관이 있는 엽록소-a의 적분값의 위도별 분포에서 저위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고위도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표층 생산력이 퇴적물 내 유기탄소 함량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3.53(E)). 하지만 생산력이 높은 해역에서 유기탄소의 유입량은 

높지만, 총탄소함량이 높은 저위도에서는 탄산질 물질이 유기탄소와 총질소 함량을 희석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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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3  (A) 퇴적상의 위도별 분포와 (B) 표층퇴적물 내 총탄소,(C) 

총질소, (D) 유기탄소, (E) 엽록소-a 적분값(수심 100m까지)의 위도별 분포.

광구해역 내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함량의 자연변화 범위 설정  

탄소 및 질소 성분의 퇴적물내 분포는 퇴적표층에서 가장 높고 퇴적깊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Müller, 1977). 따라서 가장 농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퇴적표층(1㎝)에 대해서 자연변화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자연변화범위는 전체 광구에 대한 범위와 각 광구별 변화범위를 설정하였다(표 

2.3.3.21, 그림 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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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Variation
Range

Total carbon (%) Organic carbon (%)

KR1
(n=12)

KR2
(n=28)

KR5
(n=198)

KR6
(n=6)

KR7
(n=11)

All 
(n=255)

KR1
(n=12)

KR2
(n=28)

KR5
(n=184)

KR6
(n=6)

KR7
(n=11)

All 
(n=241)

95% 0.45 0.62 1.07 0.70 0.80 0.99 0.39 0.53 0.89 0.69 0.73 0.87

5% 0.34 0.33 0.51 0.50 0.49 0.37 0.27 0.27 0.47 0.44 0.46 0.31

max. 0.45 0.68 1.42 0.70 0.80 1.42 0.39 0.65 1.07 0.69 0.73 1.07

min. 0.34 0.32 0.42 0.50 0.49 0.32 0.27 0.27 0.41 0.44 0.46 0.27

median 0.38 0.39 0.65 0.53 0.52 0.62 0.32 0.33 0.59 0.50 0.48 0.57

mean 0.38 0.43 0.69 0.55 0.56 0.64 0.32 0.36 0.63 0.52 0.53 0.58

S.D. 0.03 0.10 0.16 0.07 0.09 0.18 0.03 0.09 0.13 0.09 0.09 0.16

Natural Variation
Range

Total nitrogen (%) C/N ratio

KR1
(n=12)

KR2
(n=28)

KR5
(n=197)

KR6
(n=6)

KR7
(n=11)

All
(n=254) 

KR1
(n=12)

KR2
(n=28)

KR5
(n=183)

KR6
(n=6)

KR7
(n=11)

All
(n=240)

95% 0.09 0.08 0.12 0.11 0.10 0.12 5.18 7.36 8.84 6.34 7.00 8.69

5% 0.07 0.06 0.09 0.08 0.08 0.07 3.73 4.34 4.86 5.16 4.88 4.41

max. 0.09 0.09 0.15 0.11 0.10 0.15 5.18 8.24 11.92 6.34 7.00 11.92

min. 0.07 0.05 0.06 0.08 0.08 0.05 3.73 4.20 3.93 5.15 4.88 3.73

median 0.07 0.07 0.10 0.09 0.09 0.10 4.46 5.05 5.88 5.38 5.20 5.67

mean 0.07 0.07 0.10 0.09 0.10 0.10 4.44 5.26 6.22 5.52 5.51 5.97

S.D. 0.01 0.01 0.01 0.01 0.01 0.02 0.42 0.96 1.26 0.44 0.74 1.26

표 2.3.3.21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95%, 5%: 95%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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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탄소함량은 총 241 정점에서 분석되었고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0.27~1.07%이며 평균은 0.58%로 

나타났다. 각 광구별 변화범위는 KR1이 0.27~0.39%, KR2가 0.27~0.65%, KR5는 0.41~1.07%, KR6는 

0.44~0.69%, 그리고 KR7이 0.46~0.73%로 나타나 KR5광구가 가장 큰 자연변화 범위를 가지고 있다(표 

2.3.3.21, 그림 2.3.3.54). 북쪽 광구인 KR1과 KR2의 평균이 각각 0.32%와 0.36%로 남쪽광구인 KR5, KR6, 

KR7 광구의 평균값(0.63, 0.52, 0.5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퇴적물 내 유기탄소 농도의 광구별 차이는 

위도별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총질소의 함량은 총 254 정점에서 분석되었고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0.05~0.15%이며 평균은 0.10%로 나타났다. 각 광구별 변화범위는 KR1이 0.07~0.09%, KR2가 

0.05~0.09%, KR5는 0.06~0.15%, KR6는 0.08~0.11%, 그리고 KR7이 0.08~0.10%로 나타나 유기탄소와 

마찬가지로 KR5광구가 가장 큰 자연변화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표 2.3.3.21, 그림 2.3.3.54). 북쪽 

광구인 KR1과 KR2의 평균이 각각 0.07%와 0.07%로 남쪽광구인 KR5, KR6, KR7 광구의 평균값(0.10%, 0.09%, 

0.1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광구별 차이는 위도별 차이로 판단된다. 탄소/질소비의 경우는 총 240 

정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고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3.73~11.92이며 평균은 5.97%로 나타났다. 각 

광구별 변화범위는 KR1이 3.73~5.18, KR2가 4.20~8.24, KR5는 3.93~11.92, KR6는 6.34~5.15, 그리고 

KR7이 4.88~7.00로 나타나 탄소/질소비의 경우도 유기탄소와 마찬가지로 KR5광구가 가장 큰 자연변화 

범위를 가기고 있다(표 2.3.3.21, 그림 2.3.3.54). 북쪽 광구인 KR1과 KR2의 평균이 각각 4.44와 5.26로 

남쪽광구인 KR5, KR6, KR7 광구의 평균값(6.22, 5.22, 5.5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뚜렷한 차이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3.54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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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간의 환경유사성 

저층환경 충격시험을 위해서 보존지역(KOMO Area)과 저층충격지역(Benthic Impact Area)에 대한 환경유사성 

연구의 일환으로 보존지역인 KOMO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충격시험 적지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OMO지역은 현재 장기 모니터링 정점으로 계속적인 시료채취가 수행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개의 정점이 있으며 2010년 정밀환경도 작성시 선정된 저층충격후보지에서 채취된 시료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개 정점이 있다. 두 지역간의 비교에서 가장 농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퇴적표층(1㎝)을 상호 비교하였다.

총탄소함량은 충격지역에서 0.52~1.42%의 범위로 나타나 보존지역인 KOMO의 범위(0.59~1.10%)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평균값(0.71%)은 KOMO(0.75%)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test p>0.05)(표 2.3.3.22, 그림 2.3.3.55). 유기탄소함량의 경우는 충격지역에서 0.484~0.89%의 

범위를 가지며 0.46~0.91%의 범위를 가지는 보존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평균값 (0.61%)은 0.66%의 

평균값을 가지는 KOMO 지역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test p>0.05)(표 2.3.3.22, 그림 

2.3.3.55). 총질소함량은 충격지역에서 0.087~0.126%의 범위를 가지며 0.08~0.14%의 범위를 가지는 

보존지역의 범위내에 역시 포함되고 있으며 평균값 (0.11%)은 0.11%의 평균값을 가지는 KOMO 지역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test p>0.05)(Table 2.3.3.2~22). C/N 비의 경우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충격지역의 범위(4.57~7.10)가 보존지역의 범위(4.78~8.68)내 포함되며 두 지역간 유의한 차이는 

없다(t-test p>0.05).

환경충격 지역내 퇴적물중 탄소 및 질소성분의 조사 결과는 보존지역의 자연변화량이 충격지역의 

자연변화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선정된 충격지역이 

향후 환경충격시험 수행될 때 시험의 실적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지로 

판단된다.

  

Natural 
Variation
Range

Total carbon (%) Organic carbon (%) Total nitrogen (%) C/N ratio

Impact 
Area

KOMO 
Area

Impact 
Area

KOMO 
Area

Impact 
Area

KOMO 
Area

Impact 
Area

KOMO 
Area

95% 1.08 1.01 0.80 0.87 0.12 0.13 7.08 8.59

5% 0.52 0.60 0.49 0.51 0.09 0.09 4.89 4.79

max. 1.42 1.10 0.89 0.91 0.13 0.14 7.10 8.68

min. 0.52 0.59 0.48 0.46 0.09 0.08 4.57 4.78

median 0.67 0.70 0.59 0.62 0.10 0.11 5.65 5.95

mean 0.71 0.75 0.61 0.66 0.11 0.11 5.79 6.11

S.D. 0.17 0.15 0.10 0.13 0.01 0.01 1.07 0.73

표 2.3.3.22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95%, 5%: 95%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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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5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

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APEI)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성분 분포 특성 및 지역 간 비교(2016~2021)

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의 퇴적환경을 비교하고자 BC와 MC를 이용해 광구지역인 KR5광구에서 8정점 

(MNBC1806, MNBC1807, MNMC1903, MNMC1904, MNMC1905, MNMC2104, MNMC2105, MNMC2106), 환경보호구역인 

APEI9 지역에서 2정점(MNBC18025, MNBC18026), 그리고 APEI6 지역에서 4정점(MNBC18027, MNBC18028, 

MNBC18029, MNBC18030), 총  14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퇴적물 내 유기탄소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주상채취기를 이용하지만 2018년 탐사에서 MC를 분실하여 BC를 이용하였다. 

퇴적물 내 유기탄소성분은 광구지역에서 0.066~0.739%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퇴적표층에서 높고 

퇴적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감소한다(그림 2.3.3.56). KOMO 지역에서 획득된 시료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수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KOMOa 지역으로 퇴적표층에서는 0.6%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다 

정점마다 차이는 나지만 3㎝ 근처(MNBC1806), 7㎝ 근처(MNBC1807), 그리고 9㎝ 근방 (MNMC2106)에서 

농도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10㎝ 이하의 깊이에서는 0.2% 이하의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그룹은 KOMOb 지역으로 명명하였고 퇴적표층에서 0.6%이상의 농도에서 퇴적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20㎝ 이하에서는 0.4%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퇴적층에서 침식으로 인한 퇴적상이 급격히 변화로 기인된다(그림 2.3.3.56). APEI9의 경우는 

0.306~0.424%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표층에서의 농도는 광구지역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10㎝ 이하의 

깊이에서는 0.3% 이상의 값이 나타나며 수직분포에서는 급격한 농도감소구간이 없이 퇴적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KOMOb 지역보다는 표층은 낮지만 20㎝ 이하의 

퇴적깊이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APEI6에서는 0.177~0.410% 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광구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수직분포는 퇴적깊이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APEI9 지역보다 기울기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퇴적물 내 탄소함량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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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내 총질소 함량은 유기탄소성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2.3.3.56) 광구지역에서 

0.020~0.134%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퇴적표층에서 높고 퇴적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2.3.3.56). 유기탄소 수직분포와 유사하게 KOMOa 지역에서는 표층에서 0.1%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지만 특정 퇴적깊이에서 급격한 농도 감소를 보이고 10㎝ 이하의 퇴적깊이에서는 0.025% 

이하의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MOb 지역에서는 표층에서 0.1%이상의 값을 보이고 20㎝ 

이하의 퇴적깊이에서는 0.07%정도의 값을 보인다. APEI9의 경우 0.076~0.095% 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표층에서의 농도는 광구지역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10㎝ 이하의 깊이에서는 0.08% 이상의 값이 나타나며 

수직분포에서는 급격한 농도 감소구간이 없이 퇴적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PEI6 지역에서는 0.059~0.087%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광구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수직분포는 퇴적깊이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탄소성분과 유사하게 

APEI9 지역보다 기울기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됨(그림 2.3.3.56). 수직분포 상으로는 광구지역과 

보호구역의 퇴적환경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3.56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퇴적층 내 

(A)총탄소, (B)유기탄소, (C)총질소, 그리고 (D)C/N ratio의 수직분포도.

지역 간 퇴적환경을 비교하고자 환경에 민감한 퇴적표층(1㎝) 내 탄소함량과 질소함량을 비교하였다

(표 2.3.3.23). 유기탄소함량은 광구지역(KR5)이 0.596%로 가장 높고 다음이 APEI9 지역에서 0.399%, 

그리고 APEI6 지역에서 0.337%로 나타나 가장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그림 2.3.3.57). 이러한 경향은 

총질소 함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광구지역에서 0.1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APEI9 지역에서 0.089%, 

그리고 APEI6 지역에서 0.079%로 나타나 가장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층 생산

력과 연관이 있으며 형광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APEI6 지역이 표층생산력이 낮아 퇴적물 내 유기

탄소함량과 총질소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REA TC (%) OC (%) IC (%) C/N ratio TN (%)

KR5 0.669 0.596 0.073 5.567 0.107

APEI9 0.468 0.399 0.069 4.493 0.089

APEI6 0.388 0.337 0.052 4.271 0.079

표 2.3.3.23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표층퇴적물(1㎝) 내 총탄소, 유기탄소, 무기탄소, 

C/N ratio 그리고 총질소의 평균함량 비교



- 151 -

그림 2.3.3.5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표층퇴적물(1㎝) 내 총탄소, 

유기탄소의 평균함량 비교.

결론

유기탄소함량과 총질소함량의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각각 0.27~1.07%(평균 0.58%), 0.05~0.15%

(평균 0.10%)로 나타났다. 각 광구별 변화범위는 KR1이 0.27~0.39%와 0.07~0.09%, KR2가 0.27~0.65%와 

0.05~0.09%, KR5는 0.41~1.07%와 0.06~0.15%, KR6는 0.44~0.69%와 0.08~0.11%, 그리고 KR7이 0.46~0.73%

와 0.08~0.10%로 나타났다. 북쪽 광구(KR1, KR2)가 남쪽광구(KR5, KR6, KR7) 광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

어 퇴적물 내 농도의 광구별 차이는 수층 생산력에 기인된 위도별 차이로 판단된다.

보존지역과 충격지역간의 비교에서 유기탄소함량의 경우는 충격지역에서 0.48~0.89%의 범위를 가지며 

0.46~0.91%의 범위를 가지는 보존지역의 범위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평균값(0.61%)은 0.66%의 평균값을 

가지는 KOMO 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질소성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저층환경충격 지역내 퇴적물중 탄소 및 질소성분의 조사 결과는 충격지역의 자연변화량이 보존지역의 자

연변화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의 지역 간 퇴적환경을 비교에서 유기탄소함량은 광구지역(KR5)이 0.596%로 가

장 높고 다음이 APEI9 지역에서 0.399%, 그리고 APEI6 지역에서 0.337%로 나타나 가장 농도가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은 총질소 함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광구지역에서 0.1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APEI9 지역에서 0.089%, 그리고 APEI6 지역에서 0.079%로 나타나 가장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경향은 표층 생산력과 연관이 있으며 형광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APEI6 지역이 표층생산력이 낮

아 퇴적물 내 유기탄소함량과 총질소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3.3.2.4.5 저층 경계면 산소 소모율 및 영양염 플럭스

심해퇴적물은 지구 표면의 50% 이상을 덮고 있으며, 탄산염(carbonates), 적니(red clay), 규산질 

연니(siliceous ooze)로 구성되어 있으며(Glasby, 2006), 생물기원의 물질, 육상 및 화산기원의 쇄설성 

물질, 해수에서 무기적인 침전에 의해 공급되는 물질 그리고 해저 열수작용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질로부터 

유래하였다(Gol㏈erg, 1954). 이들 물질들은 각각 상부 수층의 생산력, 풍속 및 풍향과 같은 대기 운동, 

해류, 용존산소, 염분 등과 같은 해수의 특성 및 해저 열수작용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Brown et al, 

1989).

저층 퇴적물 내 유기물 분해 과정은 여러 전자수용체(O2, NO3
-,MnO4, FeOOH, SO4

2-)를 이용한 미생물 생물 

대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 O2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자수용체로서 유기물 분해 시 우선적으로 

이용되며, 유기물 분해과정 뿐만 아니라 혐기성 유기물 분해산물의 재산화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총 유기물 

분해율의 proxy로서 이용되고 있다(Glud, 2008). 한편,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분해 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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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영양염(NOX, NH4
+, PO4

3-, Si(OH)4)은 농도구배에 따라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이 되며, 이는 수층의 

영양염 순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저층 퇴적물 내 유기물 분해과정은 퇴적물 내 탄소 및 

원소들의 순환뿐만 아니라 수층의 원소순환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어 해양의 전반적인 탄소 순환과 관련이 

있다(Thamdrup and Canfield, 2000).

본 연구를 통해 북동적도 태평양의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예정 지역에서 퇴적물의 유기물 분해 경로와 

연관된 총 산소소모율 및 저층 영양염 플럭스와 공극수 영양염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해저 환경에 대한 인위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가) 표층 퇴적물 경계면을 통한 산소 소모율 및 영양염 플럭스: 퇴적물 총 산소 소모율 및 저층 영양염 

플럭스 측정 실험은 2021년 9월 PILOT과 KOMO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그림 2.3.3.58). PILOT 지역에서는 

현장관측 장비인 벤틱랜더(Benthic Lander)를 이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졌으며(그림 2.3.3.59), PILOT과 

KOMO 지역에서는 다중 주상시료 채취기(MC, Multiple Corer)를 이용하여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 뒤 챔버 

코어(직경:9㎝, 길이: 15㎝)들을 통해 Subsampling 후 일정시간 전배양을 거친 다음 현장 온도에서 

선상배양 실험(On-board)을 통해 측정이 이루어졌다(그림 2.3.3.60). 

그림 2.3.3.58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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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9  PILOT 지역에서의 Benthic lander 계류.

그림 2.3.3.60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총 산소소모율 실험(O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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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용(6,000m) 현장 관측 장비인 benthic lander는 해수~퇴적물 경계면에서의 총 산소소모율 (TOU,  

Total Oxygen Utilization) 및 저층 영양염 용츌율(Benthic Nutrient Flux, BNF)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enthic Lander는 크게 챔버(Chamber), 해수 샘플러(Water Sampler) 및 microprofilier로 

구성되어 있다. 챔버 시스템은(BelcⅡ) 정사각형의 Poly (Vinyl chloride) Benthic 챔버(29㎝x29㎝)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적물과 해수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일정 해수의 양을 가둬놓은 형태로 배양을 

시킨다. 챔버 뚜껑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4개의 순환 막대기는 자석 클러치와 연결되어 있다. 순환 

속도는 막대기 하나당 30 rpm이며, 이로 인해 확산 경계층의 두께는 300~700μm 정도로 나타난다. 

또한, 산소 광학 센서(Anderra, 4831)는 뚜껑에 부착되어 10초 간격으로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 할 수 

있게 해준다. 챔버 내 현장 배양수 샘플은 시간 순으로 자동 채수 샘플러를 통해 얻어지게 

되며(11~50㎖ 플라스틱 시린지) 일정 시간 간격(2시간)으로 배양수를 얻을 수 있다. 총 산소소모율은 

챔버 내 산소 농도구배에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를 적용하여 추정했다.  

F=(dV/dt)x(V/A)         (1)

F는 TOU (㎜olm-2d-1), 

dC/dt는 시간의 증가에 따른 농도 변화간의 상관관계로부터 도출된 선형회귀 분석 기울기(㎜olL-1 d-1)를 

나타내며, V는 챔버 용량(m3), 챔버 내 산소 농도는 유기탄소 분해과정에 의해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시간의 증가에 따른 산소의 감소 기울기는 산소 소모율의 추정에 이용된다.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영양염(NOX, NH4
+, PO4

3-, Si(OH)4) 플럭스는 챔버 내 영양염 농도 구배에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를 적용하는 방법과 수층과 퇴적물 간의 농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분자 

확산식을 통해 계산했다.

Jsed=-Ø·Dsed·dC/dX (2)

θ2=1-(lnØ2) (3)

Jsed (㎜olm-2 d-1)는 영양염의 확산 플럭스 이고, Ø는 퇴적물의 공극률, Dsed (m
2 s-1)는 퇴적물 확산

계수, dC/dX는 정상상태 하에서의 농도구배 θ2는 굴곡률을 나타낸 것이다. 

나) 퇴적물 시료 채취 및 공극수 추출: 퇴적물 공극수 내 영양염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ILOT과 

KOMO 지역에서 다중 주상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PILOT과 KOMO 지역에서 채취된 

MC 샘플들은 각각 분석용 지화학 분석 코어(직경: 7㎝, 길이: 60㎝)를 이용하여 부시료가 

채취되었다(그림 2.3.3.61). 퇴적물 내 공극수 추출을 위해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 하면서 공극수의 

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확보 할 수 있는 라이존 샘플러(Rhizon Sampler)을 이용하였다. 

깊이별 구멍이 있는 아크릴 코어를 이용하여 10㎖ 주사기에 음압을 걸어 공극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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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1  PILOT과 KOMO 지역에서의 지화학 분석을 위한 코어 샘플.

그림 2.3.3.62  Rhizon sampler를 이용하여 공극수 시료 채취.

결과 

가) 퇴적물 산소소모율: PILOT 지역에서 현장관측 장비인 Benthic Lander 챔버 내 산소농도 변화는 그림 

2.3.3.63와 같이 나타났다. 시간의 증가에 따라 산소농도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시간에 따른 산소의 

감소 기울기로 추정한 퇴적물의 총 산소소모율은 0.19mmol O2m
-2d-1로 나타났다. 산소소모율에서 탄소 대 

산소의 비(C:O2=106:138)를 곱하여 추정한 유기탄소 산화율은 0.15mmol㎝-2d-1로 나타났다(표 2.3.3.24). 

한편, PILOT과 KOMO 지역에서 약 8시간이상 현장 배양하여 시간에 따른 산소의 감소 기울기로 추정한 

퇴적물의 총 산소소모율은 0.80과 0.52mmol O2m
-2d-1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2.3.3.64). 선상배양을 통한 

PILOT과 KOMO 지역에서의 유기탄소 산화율은 0.61과 0.40mmol㎝-2d-1로 각각 나타났다(표 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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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3  PILOT에서 benthic 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농도 변화.

그림 2.3.3.64  PILOT 및 KOMO에서 실험실 배양을 통한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변화.

측정방법 조사지역
퇴적물 산소소모율 퇴적물 유기탄소 산화율

(mmol O2m
-2d-1) (mmol㎝-2d-1)

In-Situ PILOT 0.19 0.15

On-Board
PILOT 0.80 0.61

KOMO 0.52 0.40

표 2.3.3.24  현장관측 장비 및 배양실험을 통한 퇴적물 산소소모율 및 유기탄소 산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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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층 영양염 플럭스: PILOT 지역에서 Benthic Lander의 해수샘플러를 이용한 퇴적물-수층 경계면 

영양염 플럭스는 그림 2.3.3.65에 나타냈다. 영양염 플럭스를 측정한 결과, NH4
+는 2.35mmolm-2d-1로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NOX, PO4
3-, Si(OH)4)는 수층에서 저층 퇴적물로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각각 2.35mmolm-2d-1, 0.44mmolm-2d-1, 1.00mmolm-2d-1로 나타났다(표 

2.3.3.25)

그림 2.3.3.65  PILOT 지역에서 저층 영양염 용출율(in-situ).

  

PILOT과 KOMO 지역에서 선상배양을 통해 시간에 따른 영양염 농도 변화 기울기로 추정한 영양염 플럭스는 

PILOT 지역에서 NH4
+는 0.03mmolm-2d-1로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NOX, 

PO4
3-, Si(OH)4)는 수층에서 저층 퇴적물로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각각 0.01mmolm-2d-1, 

0.02mmolm-2d-1, 1.29mmolm-2d-1로 나타났다. 반면, KOMO 지역에서는 NOX와 NH4
+가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 0.21mmlm-2d-1, 0.13mmolm-2d-1로 나타났다. PO4
3-, Si(OH)4)는 각각 

0.0mmolm-2d-1, 0.21mmolm-2d-1 로 수층에서 퇴적물로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2.3.3.66, 표 

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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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6  PILOT 및 KOMO 지역에서 저층 영양염 용출율(O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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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과 KOMO 지역에서 공극수 추출을 통한 영양염 수직 분포와 Fick’s law를 이용한 확산 플럭스 결과는 

그림 2.3.3.67과 표 2.3.3.25에 나타냈다. PILOT 지역에서 NOx 농도는 42.50~46.82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퇴적물 깊이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농도 분포를 보였다. NH4
+은 1~2㎝에서 33.19µmolL-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깊이에서는 12µmolL-1 이하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PO4
3~농도는 

0.86~1.82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표층에서부터 퇴적물 깊이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4㎝ 이하의 

깊이에서는 일정한 농도 분포를 보였다. Si(OH)4 농도는 166~237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0~4㎝ 까지는 

퇴적물 깊이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이후 깊이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농도 분포를 보였다(그림 2.3.3.67). 

KOMO 지역에서NOx 농도는 43.7~49.0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퇴적물 깊이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NH4
+은 표층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감소 하다가 8㎝ 이하 깊이에서는 9µmolL-1 이하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PO4
3-농도는 1.09~1.60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일정한 농도분포를 

나타냈다. Si(OH)4 농도는 208~313µmolL-1 범위로 나타났으며, 표층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11㎝ 

이하부터는 비교적 일정한 농도분포를 보였다.

Fick’s law를 이용한 영양염 확산 플럭스 결과, PO4
3-는 저층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0.001mmolm-2d-1로 나타났다. 반면, NOX, NH4
+,Si(OH)4 는 모두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 0.07mmolm-2d-1, 0.17mmolmm-2d-1, 0.14mmolm-2d-1로 나타났다(표 2.3.3.25). KOMO 지역에서 

PO4
3~ 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NOX, NH4

+,Si(OH)4 는 모두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 0.19mmolm-2d-1, 0.09mmolm-2d-1, 0.49mmolm-2d-1로 나타났다(표 2.3.3.25).

그림 2.3.3.67  PILOT 및 KOMO에서 공극수 내 NOX, NH4
+, PO4

3~, Si(OH)4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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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조사지역
NOX NH4

+ PO4
3- Si(OH)4

(mmolm-2 d-1)

In-Situ PILOT ~2.35 0.35 ~0.44 ~1.00

On~Board

PILOT ~0.01 0.03 ~0.02 ~1.29

KOMO 0.21 0.13 ~0.02 ~0.21

Fick’s law

PILOT 0.07 0.17 ~0.001 0.14

KOMO 0.19 0.09 0.00 0.49

표 2.3.3.25  현장관측 장비 및 배양실험을 통한 저층 영양염 플럭스

토의

가) 저층 퇴적물 산소소모율 특성: 전 세계 대양에서 조사한 수심에 따른 산소소모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PILOT과 KOMO 지역에서의 퇴적물 산소소모율은 유사수심의 다른 해역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위를 

보였다(그림 2.3.3.68). 한편, PILOT 지역에서는 선상배양을 통한 총 산소소모율이 현장 관측 장비를 

이용한 총 산소소모율 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심 1,000m 

이상에서는 선상배양 시 측정되는 산소소모율이 현장관측 장비를 통해 측정되는 산소소모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선상배양 시 퇴적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압력의 변화가 

퇴적물 시료의 변질을 발생시켜 퇴적물 내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물대사과정이 활발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Glud, 2008). 따라서, PILOT 지역에서 두 실험 방법에 따른 차이도 퇴적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KOMO 지역에서 선상배양을 통해 측정된 총 산소소모율 역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3.3.68  전 세계 대양에서 측정한 수심에 따른 퇴적물 산소소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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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층 영양염 플럭스: PILOT과 KOMO 지역에서 측정된 영양염 용출율은 현장관측 장비(In-situ), 

선상배양(On-Board), 공극수 내 영양염 농도 수직분포 측정을 통한 확산플럭스 계산(Fick‘s law) 측정 

방법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PILOT 지역에서 현장관측 장비와 선상배양을 통한 영양염 

용출율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선상배양을 통한 NOX와 PO4
3-의 유입 플럭스는 현장관측 장비를 통한 결과에 

비해 20~200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상배양시 퇴적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생물 생물 

대사과정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퇴적물 공극수 내 영양염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유입플럭스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NH4
+ 유출 플럭스와 Si(OH)4의 유입 플럭스는 선상 배양이 현장관측 

장비를 이용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플럭스 계산 과정에서 선상 배양시 측정된 

해수 샘플의 초기 농도 값이 현장관측 장비를 통해 회수된 샘플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며, 두 측정 방법 간의 초기 농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선상배양의 초기 농도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확산플럭스 계산을 통한 영양염 용출율은 PO4
3-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염 모두 용출의 플럭스를 

나타냈으며, 유입 플럭스 역시 현장 관측 장비 및 선상 배양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산플럭스 계산을 통한 용출율 결과는 퇴적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활발한 미생물의 생물대사과정으로 인한 공극수 내 영양염의 현존량의 변화로 인해 영양염 용출율은 

현장관측 장비 및 선상배양 실험을 통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북동적도 태평양 망간단괴 지역에서 수행한 저층 경계면에서 산소소모율 및 영양염 플럭스는 현장 관측 

장비를 이용한 연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상 실험을 위해 수행한 퇴적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료의 변질은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분해 및 분해 산물의 거동에 대해서 큰 

오류를 나타 낼 수 있다. PILOT 지역의 경우 현장 관측 장비를 통해 측정한 총 산소소모율의 결과는 선상 

배양에 비해서 4배나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영양염 용출율 결과도 선상배양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극수 농도 수직분포를 통한 확산플럭스를 통한 용출율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심해퇴적물에서 일어나는 유기물 분해 및 분해산물의 거동 특성은 저층 퇴적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유입과 미생물의 생물대사과정을 통한 산화에 의해 조절된다. 하지만 저층에서 발생하는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본 탐사에서 수행한 퇴적물 회수를 통한 선상배양 및 

퇴적물 공극수 내 현존량을 통해 측정하는 확산 플럭스는 기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순환을 파악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유기물 분해 및 물질순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장비를 

이용한 실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3.3.2.5. 자연재해

대한민국 독점광구지역의 자연재해에는 화산 활동, 지진 활동, 사이클론 및/또는 허리케인 발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구 지역의 해산은 모두 해저 화산 기원입니다. 다양한 깊이의 퇴적물 코어에서 발견된 재 

입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최소 지난 1천만년 동안 허가 지역에서 해저 화산 활동이 

없었음을 지시한다(BGR 데이터). 연구팀은 현재까지 탐사해역에 대한 탄성파 탐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2015년 탐사동안 수행된 탄성파 탐사(Kuhn et al., 2015)에 따르면 수많은 단층들이 

퇴적층 아래의 현무암 지각들을 조각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단층은 현무암 지각에 한정되어 있지만 

퇴적물이 튀어나와 해저까지 도달하는 단층도 있다. 단층의 형성은 동태평양 해저면에서 해양 암석권이 

형성되는 해저 확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의 최근 지진 활동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풍의 경우, 독점광구해역을 64년간 50㎞ 이내로 통과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다(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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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 소음

소리는 공기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수중에서 전달된다. 바다 포유류, 물고기 및 일부 무척추 동물이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의 소리는 동물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특히 심해 동물)의 경우 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밝히져 있지 않다(Ortega, 2014). 주변 해양 

소리의 주요 소스는 (1) 가장 낮은 주파수(0.1~10Hz)에서 해양 난기류와 미세 지진(Webb, 1992), (2) 

바람과 관련된 표면 소음(1~30㎑ 사이)(Naumann, 2008), 및 (3) 물 분자의 열 잡음(100㎑ 이상)(Dahl et 

al., 2007). 생물학적 배경 소음은 고래, 돌고래, 물고기 및 무척추 동물이 의사 소통, 탐색, 반향 위치 

확인 및 먹이를 목적으로 생성한다. 살아있는 생물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는 10Hz 미만에서 200Hz 

이상까지 확장됩니다. 선상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범위는 광범위하며(50~150Hz에서 최대 10㎑) 소스(즉, 

선박)로부터의 거리 또는 소음 방출 유형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Dahl et al., 2007). 드릴링 및 준설 

소음은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Richardson et al., 1990) 상업용 선박은 

프로펠러, 유체역학적 선체 흐름, 엔진 및 기타 기계의 소음과 같은 저주파 소음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Kenna et al., 2012). 그러나 C-C를 통한 운송 트래픽은 그림 2.3.3.69과 같이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3.3.69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운송루트(BG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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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생물학적 자연해양환경 특성

2.3.4.1. 지역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북동태평양 C-C의 KODO 해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흐르는 남적도 해류나, 북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가 계절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그 범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지역이다. 연구해역이 

위치한 동태평양 열대수역은 전 세계 기상변화를 초래하는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에 의한 해양 및 

기상변화가 나타나는 중심지역이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표층 엽록소-a 분포는 이곳의 식물플랑크톤 분포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해류흐름의 지배를 받아 위도별 분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식물플랑크톤의 

우점종은 표층에선 Prochlorococcus가 우점하여 빈 영양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한 Prochlorococcus의 

생태적 우월성이 잘 나타났다. Prochlorococcus는 전체 식물플랑크톤 엽록소-a 농도 중 28.7%를 차지한다. 

수층의 공간적 서식환경 변화 양상에 따라 그에 영향을 받아 저서생물의 분포 및 서식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Hyun et al., 1998, Yang et al., 2004, Min et al., 2018). C-C의 다른 구역에서 수행된 

Snider et al.(1984), Renaud~Mornant and Gourbaut(1990), Radziejewska(2002), Miljutin et al.(2010)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범위의 값인 43~394 개체/10㎠의 중형저서생물 서식밀도 값을 보고하였다. 

조사해역은 위도별로 다른 중형저서생물 현존량 분포를 보였는데, KOMO해역보다 저위도인 북위 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Min et al., 2018). C-C해역은 남적도 해류와 북적도 반류가 

수렴하여 표층의 일차생산력의 변화가 저층으로 잘 전달되는 특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북위 10도 부근에 

위치한 본 연구 해역은 표층의 낮은 생물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Hyun et al., 1998, Yang et al., 

2004, Min et al., 2018). 일반적으로 심해평원의 저서생물 현존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표층으로부터의 영양물질의 공급과 서식공간을 결정하는 망간단괴의 밀도이다(Smith et al., 2008, Tecchio 

et al., 2011).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도별 정점에서의 수직분포 및 크기별 분포특성은 정점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퇴적물의 깊이에 따라 서식밀도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수층으로부터의 

영양물질의 공급이 원활한 저위도 해역의 정점에서는 서식층의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반면에, 영양물질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북위 10도 이상의 고위도 해역에서는 최상층에 서식이 집중되는 현상이 잘 

나타났다(Min et al., 2004). 본 연구 지역의 퇴적물내 수직분포 특성 역시 이러한 표층 집중 현상이 잘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망간단괴가 덮여있는 C-C 지역에서의 생물서식 밀도는 초대형저서동물(megabenthos)의 경우 

30~300 개체/1,000m2이고, 대형저서동물(macrobenthos)의 경우 36~268 개체/m2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ilot 2006). 또한 250 um 체에 걸린 대형저서동물 가운데, 80% 이상이 중형저서동물에 

속하는 분류군이다(Hecker and Paul 1979). 망간단괴 광구 지역에서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는 

망간단괴가 적거나 없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괴의 분포가 실제 

저층에 잠입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저서동물의 분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Veillette 

et al. 2007, Smith et al. 2008). 

망간단괴는 C-C의 서식지 이질성(Habitat heterogeneity)을 높이고 저서 생태계를 구조화하는 등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향후 진행될 망간단괴 채광은 

저서생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De Smet et al., 2021). 그중 특히 거대저서생물은 

전체의 약 60~70%가 망간단괴에 직접 부착하거나 의존하며 살아가는 단괴 부착 생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망간단괴 채광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Simon-Lledó et al., 2019a). 거대저서생물 연구는 고해상도 

카메라의 도입과 임차로 정밀한 연구가 2013~2014년과 2018~2019년에 실시되었는데, 2013~2014년에는 BIS 

지역에서, 2018년에는 KR5 내의 BIS, KOMO, PILOT과 ISA에서 설정한 환경 보존지역인 APEI9(Areas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 지역에서, 2019년에는 KR5 내의 PILOT, Area A와 B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BIS와 KOMO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는 향후 저층환경충격시험을 진행할 지역과 보존지역의 기초 환경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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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광구 및 주변해역의 생물군집

2.3.4.2.1. 표층

2.3.4.2.1.1. 바닷새와 포유류

대한민국 망간단괴 독점광구의 실해역 탐사시 바닷새와 해양포유류 분포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분포 

평가는(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쉬운) 먹이사슬의 상위 영양단계를 구성하고 우수한 생물학적 지표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분포는 잠재적으로 먹이의 풍부함(예: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넥톤 및 어류)을 반영하므로 생태학 및 상부 수층의 생물학적 생산을 

반영한다. 바닷새와 포유류 분석은 향 후 채광기 테스트와 같은 실해역 탐사 시 관찰이 필요하며 독일의 

경우, 한 번의 탐사에서 조사를 수행하였고(Martínez~Arbizu and Haeckel, 2015) 대부분 희귀종인 총 

15종의 바닷새가 탐사기간 동안 C-C 전역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중 6종이 독일 광구지역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푸른얼굴얼가니새(Leach's Strom Petrel)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었다. 2019년 실해역 

탐사기간동안 C-C에서 1마리의 밍크 고래만 관찰되었으며 탐사하는 동안 광구지역에서 고래가 관찰된 

적은 없었다. 해양 거북이와 상어의 여러 표본이 관찰되었지만 항상 매우 적은 개체수가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3.4.2.1.2. 식물플랑크톤

KODOS 해역을 포함하는 동 태평양 적도대는 용승과 관련된 해양학적 과정이 지구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1989년부터 JGOFS(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programme이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 

적도대의 용승 현상은 남아메리카 연안으로부터 날짜 변경선까지의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며, 표층수로 

다량의 영양염과 CO2가 공급된다(Chavez et al., 1996). 이 지역은 연안의 용승 지역과 달리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이 낮게 나타나 HNLC(high-nutrient low-chlorophyll) 환경이 형성되며, 이는 biological pump의 

역량 약화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1년에 1 gigaton의 CO2를 대기로 방출하게 된다(Tans et al., 1990). 

또한 전 세계 기상변화를 초래하는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에 의한 해양 및 기상변화가 나타나는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해 JGOFS progremme 에서는 태평양 적도대에서의 

생지화학적 순환이 전체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태평양 적도대의 biological 

pump의 역량, 엘니뇨 남방진동에 대한 반응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진행 과정 중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와 일차생산력 등 지역적 환경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들의 역할이 많이 알려지게 됐다. 

우리나라 광구는 적도 용승 지역에 인접해 위치하며 용승 환경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수역이다. 따라서 심해환경 기초연구는 심해저 개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지역적 

해양특성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 적도-북위 12°상의 넓은 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 조사를 수행하였다. 

flow cytometer와 HPLC를 이용한 군집연구를 통해 동 태평양 열대수역의 해양환경이 유도하는 부유생태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심해저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변화의 연동성을 

이해하는데 요구될 자료들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심해저 광구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조사는 서경 131°~132°사이 북위 10°~11°사이에 위치한 5개 정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정점의 위치는 그림 2.3.4.1에 나타냈다. 분석을 위한 해수 채취는 SBE 911이 장착된 

Carousel 채수기에 10ℓ용량의 niskin bottle들을 부착하여 이루어졌다. 채수는 7개층의 표준 수심(1m, 

20m, 30m, 50m, 75m, 100m, 150m)과 SCM 층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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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조사 정점 위치도. 

가) 엽록소-a: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a 측정은 현장에서 채수한 해수 1~2ℓ를 직경 47㎜의 GF/F 

여과지로 채집한 후 여과지의 시료를 아세톤에 담궈 추출한 후 Turner fluorometer(Turner designs 

model, 10-AU)을 이용 형광법(Parsons et al., 1984)으로 정량적인 엽록소-a 값을 구하였다.

나) 위성자료를 이용한 엽록소-a 농도의 중장기 변동: 조사해역 식물 플랑크톤의 연도별 분포 특징을 

알아보고자 해색 위성센서인 SeaWiFS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평양과 조사수역의 엽록소-a 분포를 살

펴봤다. 사용된 자료는 1998~2007년사이 7월의 monthly 합성 SMI(Standard Mapped Image) 자료로서 

NASA의 DAAC(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 로부터 제공받아, SeaWiFS 전용처리 프로그램인 

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색은 NASA의 SeaWiFS 표준 색상표

(식물플랑크톤 농도에 대한 로그 단위의 색상표)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다) HPLC를 이용한 색소분석: HPLC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은(Zapata et al., 2000)의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 졌다. 식물플랑크톤은 Whatman GF/F filter로 거른 후 냉동 보관하였다. 색소 추출은 녹인 

여과지를 3㎖의 95% methanol에 넣은 후 분쇄기로 분쇄한 후 냉동고에서 4시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출물에 포함된 식물플랑크톤이나 여과지 조각들을 제거하기위해 직경 25mm 의 

teflon(PTFE) syringe  filter(MFS, 0.2㎛ pore size)를 이용하였다. 

색소 peak의 변형을 막기 위해 여과된 추출물 1 ㎖에 증류수(Milie-Q water) 400㎕를 넣어 잘 혼합하였다. 

준비된 시료 200㎕를 HPLC system (Shimadzu LC~10A system dual LC-10AD pumps, SIL-10AD autoinjector, 

SCL-10A system controller, SPD-M10A photodiode array detector, RF-10A spectrofloro metric 

detector)에 주입하였으며 색소 분리는 Waters C8 column(150x4.6mm, 3.5㎛ particle size, 100-Å pore 

size)을 이용하였다. Column 온도는 항온 environment, Hørsholm, Denmark.)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그림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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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  혼합된 표준용액의 HPLC 크로마토그램 및 동정. Codes to pigment identities are:

1=chl. c3, 2=chl. c2, 3=peridinin, 4= Pheophobide, 5=19'~but., 6=Fucoxanthin, 7=Neoxanthin,

8=Prasinoxanthin, 9=Violaxanthin, 10=19'-hex., 11=Diadinoxanthin, 12= Antheraxanthin,

13=Alloxanthin, 14=Zeaxanthin, 15=Lutein, 16=Cantaxanthin, 17=Gyroxanthin-diester, 

18=B~cryptoxanthin, 19=Chlorophyll~b, 20=Echinenone, 21=Divinyl chlorophyll a,

22=Chlorophyll a, 23=Pheophytin a, 24=α-carotene, 25=β-carotene.

라) Flow cytometry: Flow cytometer를 이용한 초미세플랑크톤 분석을 위해 층별 해수 3㎖을 

cryogenic tube에 넣고 10% paraformaldehyde 와 0.5% glutaraldehyde의 혼합액 0.3㎖ 첨가한 후 

액화질소에 넣어 냉동 보관하였다. 시료는 실험실로 옮겨 암소에서 녹인 후 산란과 형광을 

표준화하기 위해 시료마다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은 0.5 ㎛ 직경의 yellow~green 

beads, 0.5㎛ 직경의 UV beads 그리고 1㎛ 직경의 yellow-green beads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Flow 

cytometer는 UV(225mW)와 488 nm(1W)의 아르곤 이온 레이저가 장착된 Bec㎞an-Coulter Altra를 

이용하였다.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 그리고 picoeukaryotes와 같이 광합성을 하는 극미소 

플랑크톤은 각분류군의 forward light scattering(FLS), 엽록소에 의한 적색형광, phycoerythrine에 

의한 오렌지색 형광 특성 등 flow cytometer 상에서 이용되는 특징들(Olson et al., 1990a, 1990b)을 

이용 분리 계수 하였다(그림 2.3.4.3). Flow cytometer에서 산출된 자료는 FlowJo(Star, Inc., 

www.flowjo.c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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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Flow cytometer를 이용한 KODOS 수역의 시료 분석. 각 분류군은 주황과 적색 

형광을 이용 구분됨.

결과 및 토의

가) 엽록소-a의 수직 분포: 현장시료를 이용 측정한 엽록소-a 농도의 수직분포를 그림 2.3.4.4에 

나타냈다. 표층의 엽록소-a 농도는 0.09~0.22 ㎍ℓ-1 의 범위로 KOMO 정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 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수온약층에서 엽록소-a 농도가 증가하는 SCM층이 발달한 수직분포를 보였으나, KOMO 

정점은 표층~40m 깊이에서 농도변화가 크지 않았다. SCM층에서의 엽록소-a 농도는 0.18~0.33 ㎍ℓ-1의 

범위로, 평균 농도는 표층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값을 나타냈다.KOMO 정점에서의 1998~2007년 사이 

조사된 엽록소-a 농도의 수직 분포는, SCM층 깊이가 연별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3.4.5). 

1998년과 2005년엔 SCM층이 90m 수심에서 형성된 반면 1999년과 2006년엔 30m 수심에서 나타났고 

2007년에는 SCM층이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 변화는 발산대(divergence)의 이동 및 세력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KOMO 정점이 위치한 북위 10°30′수역은 적도반류와 북적도해류가 

교차하는 발산대(divergence)로서 용승현상이 식물플랑크톤 생태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적도반류는 계절 및 기후변동에 따라 남ㆍ북 방향으로 수백㎞씩 이동되므로(Bitterman 

and Hansen, 1989), 수렴 및 발산이 나타나는 위도는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별 

발산대의 위치변화에 따라 KOMO 정점에서의 용승 강도 및 수온 약층의 깊이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SCM 

깊이의 연별 변화로 연결된다. KOMO 지역에서의 수온약층 변화는 표층수의 엽록소-a 농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자연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엽록소-a)의 변화정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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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4  2007년에 각 조사 정점에서의 수온 및 엽록소-a 농도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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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  1998~2007년 KOMO 정점의 엽록소-a 농도의 수직분포.

나) 엽록소-a 농도의 공간분포 및 중장기 변동: SeaWIFS 해색 영상자료를 분석 KODOS 해역이 포함된 

동태평양의 2007년 7월 평균 엽록소-a 농도 분포를 사진으로 나타냈다(그림 2.3.4.6). 위성 이미지 

상에는 남아메리카 연안으로부터 날짜 변경선까지 넓은 해역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엽록소-a 농도가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북위 5도에서도 높은 엽록소-a 농도를 보이는 얇은 띠가 동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엽록소-a 분포는 위도에 따른 동서방향의 해류와 용승 등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도 엽록소-a 농도 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Wyrtki and 

Kilonsky, 1984, Wang et al., 2006). KODOS 수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위성사진은 연구해역의 엽록소-a 

농도의 공간분포를 잘 나타낸다(그림 2.3.4.7). 적도를 중심으로 높은 엽록소-a 가 나타나는 동서 방향의 

띠가 나타난다. 북위 5°~8°사이에서도 동서방향으로 발달된 엽록소-a 농도 띠가 나타나나 적도에 비해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북위 9°해역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엽록소-a 농도가 나타나며, KOMO 정점이 

위치한 북위 10°30’수역은 증가되는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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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  2007년 7월의 동부태평양의 표층 엽록소-a 농도 분포.

서경 131°30’에 위치한 적도수역 표층의 월별 평균 엽록소-a 농도를 위성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그림 

2.3.4.8). 7월의 평균 엽록소-a 농도는 0.20~0.99㎍ℓ-1 범위를 보였다. 라니냐가 발달한 1998년 7월엔 

0.93㎍ℓ-1의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1999~2007년 사이에는 0.20~0.31㎍ℓ~1 범위의 변화를 나타냈다. 

2007년 7월은 0.31㎍ℓ-1 으로 비교적 증가된 농도를 보였다. 월 별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하계에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수렴대가 형성되는 해역인 북위 5°에서의 7월 평균 엽록소-a 농도는 

0.16~0.23㎍ℓ-1 범위를 보여 적도에 비해 변화 폭이 작으며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2.3.4.9). 

월별 변화는 대체적으로 3~4월에 높고 12월에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3년과 2005년엔 

3~5월에 엽록소-a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7월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KOMO가 위치한 

북위 10°30’수역의 7월 평균 엽록소-a 농도는 0.08~0.16㎍ℓ-1의 연 변화를 나타냈다(그림 2.3.4.10). 

라니냐의 영향으로 적도에서 높은 엽록소-a 농도를 보인 1998년에 KOMO 정점은 0.08㎍ℓ-1의 낮은 값을 

보였다. 엽록소-a 농도의 월 변화는 2~5월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7~10월에 낮아지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엽록소 농도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림 2.3.4.7  2007년 7월 KODOS 지역의 표층 엽록소 a 농도 분포.

자연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온약층 깊이의 변화가 표층 엽록소-a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KOMO 정점에서 월별 평균 엽록소-a 농도와 현장에서 관측된 표면 혼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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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연동 관계를 살펴봤다(그림 2.3.4.11). 1998년은 표면 혼합층 깊이가 82m로 가장 깊었으며 7월 

표층 평균 엽록소-a 농도는 0.08㎍ℓ-1로 조사 시기 중 가장 낮았다. 2007년은 표면 혼합층의 깊이가 

10m로 낮았으며 엽록소-a 농도는 0.19㎍ℓ-1로 조사 시기 중 가장 높았다. 표면 혼합층의 깊이와 

표층엽록소-a 농도는 음의 상관관계로 Y=-0.00167*X+0.189의 관계식을 나타냈다. 표층 엽록소-a 농도는 

표면 혼합층 깊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위성에서 분석된 표층 엽록소-a 농도는 표면 

혼합층 깊이를 추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4.8  1998~2007년 적도 정점의 월별 엽록소-a 농도.

그림 2.3.4.9  1998~2007년 북위 5° 정점의 월별 엽록소-a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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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0  1998~2007년 KOMO 정점의 엽록소-a 농도.

그림 2.3.4.11  1998~2007년 KOMO 정점의 표층혼합층 깊이와 표층 엽록소-a 농도의 

관계.

다) 식물플랑크톤 색소 및 군집구조: 2007년 조사 정점별 표층과 SCM층의 색소 농도를 그림 

2.3.4.12에 나타냈다. 표층과 SCM층의 농도변화는 크게 3가지 유형을 보였다. 

19'-butanoyloxyfucoxanthin, fucoxanthin, chlorophyll-b, prasinoxanthin과 19'-hexanoyloxyfucoxanthin 

등은 SCM층이 표층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반면  zeaxanthin은 SCM층보다 표층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들 색소와 다르게 perdinine 과 divinyⅡ chlorophyⅡ-a는 표층과 SCM층에서 농도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대부분 색소가 SCM층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 것은 영양염 공급이 원활한 수온약층에서 대부분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의 생체량의 증가함을 나타낸다. 반면 zeaxanthin은 초미소 남세균인 Syenchococcus와 

Prochlorococcus에서 나타나는 색소로서 수심에 따른 광 환경 변화로 세포당 zeaxanthin 농도는 1.1~3.3 

fg cell-1의 범위를 나타낸다(Kana et al., 1988, Six et al., 2004). 표층의 zeaxanthin 농도가 높은 것은 

수심별 남세균의 개체수와 세포당 zeaxanthin의 농도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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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2  표층과 SCM층의 지표색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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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3  표층 엽록소-a 농도에 대한 분류군별 기여율.

그림 2.3.4.14  SCM층 엽록소-a 농도에 대한 분류군별 기여율.

CHEMTAX 분석 방법을 이용 표층 엽록소-a 농도에 기여하는 각 분류군별 기여율을 그림 2.3.4.13에 

나타냈다.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중 초미소 남세균인 Prochlorococcus가 표층 엽록소-a 농도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엽록소-a 농도에 대한 Prochlorococcus의 기여율은 정점에 따라 24.9~34.3%였으며 

평균 기여율은 28.7%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기여율은 Prymnesiophytes로서 정점 평균 15.7%의 

기여율을 나타냈다. Chlorophytes의 기여율은 14.9%, 초미소 남세균인 Synechococcus는 13.5%를 보였고 

dinoflagellates와 cryptophytes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SCM층에서는 표층과 다른 양상의 

군집구조를 나타냈다(그림 2.3.4.14). Prymnesiophytes는 정점 평균 17.4%로 전체 분류군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Chlorophytes의 기여율은 17.1%로 prymnesiophytess 다음으로 높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Prochlorococcus는 표층기여율이 28.7%인데 반해 SCM층에서는 16.7%로 낮아졌다. Diatom는 

15.8%로 표층에 비해 증가된 기여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표층과 SCM층의 군집구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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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약층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염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나타낸다. 2003년 KODOS 조사에서 

piceukaruotes는 북위 8~12°수역의 수온약층부근에서 개체수 최대층이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노재훈 외, 

2004). 이러한 분포는 태평양 아열대 수역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Campbell et al., 1997). 수온 

약층과 관계된 SCM층에서의 picoeukaryotes의 높은 생체량 증가에 의해 녹조류의 생체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표층은 극 빈영양 환경으로 낮은 영양염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의 생체량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 KODOS 해역 군집구조는 광구개발에 따른 영양염 

증가시 chlorophytes, prymnesiophytes, diatoms이 우점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라)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분포: KOMO 정점에서 조사된 2001~2007년 사이 7년간의 Synechococcus 개체수 

변화를 그림 2.3.4.15에 나타냈다. 표층은 1.1x103~13.9x103 cells ㎖-1범위의 연별 변화를 나타냈으며 

용승의 발달에 의해 표면 혼합층이 얇게 발달한 2002, 2006, 2007년에 표층에서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다. 

반면 표면 혼합층이 깊게 발달한 2003년과 2005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개체수를 보였다. KOMO 정점에서 

2001~2007년 사이 표면 혼합층의 깊이는 10~59m의 변화를 보였으며, 1998년과 같이 표면 혼합층이 

83m까지 깊어지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수온 약층 깊이가 깊어지며 Synechococcus의 표층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KOMO 정점에서 조사된 2001~2007년 사이 7년간의 Synechococcus 개체수 변화를 그림 2.3.4.16에 

나타냈다. 2007년 표층에서의 Prochlorococcus 개체수는 다른 조사 시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7년간의 조사결과 Prochlorococcus 개체수는 수온약층 깊이 변화에 연동되는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2.3.4.16). 이러한 분포는 Prochlorococcus의 성장이 NO3
~의 농도에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생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3년 KODOS 조사 결과 Prochlorococcus는 수렴대 정점을 제외한 전 

정점에서 독립 영양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약 60％이상을 점유하였다(노재훈 외, 2004). 

Prochlorococcus는 재순환이 빠른 NH4+와 urea를 이용한 성장이 가능하며(Moore et al., 2002) 이러한 

생리적 특징에 의해 극한 빈 영양환경에서 우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승으로 인한 

표층환경의 NO3
~ 농도 증가는 Prochlorococcus 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수온약층 깊이 변화에 따른 표층 개체수의 연동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Picoeukaryotes의 

표층 개체수는 수온약층 깊이가 낮은 2001년과 2006년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수온 약층의 깊이가 10m까지 

낮아진 2007변에는 증가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2.3.4.17).  

수직분포는 수온 약층 부근에서 개체수 최대층이 발달한 형태를 보였으며, 이러한 수직분포는 2003년 

조사 시에도 잘 나타났다(노재훈 외, 2004). Picoeukaryotes의 수직분포를 통해 이들의 개체수증가가 

수온약층 하부에서 공급되는 영양염의 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2006년의 조사 결과 

표면혼합층 깊이와 표층개체수의 뚜렸한 연동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온약층의 상승이 강하면  

표층에서의 개체수 증가가 뚜렷함을 2007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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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5  KOMO 정점 Synechococcu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2007년).

그림 2.3.4.16  KOMO 정점의 Prochlorococcu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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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7  KOMO 정점 Picoeukaryote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2007).

결론

KODOS연구해역이 위치한 동태평양 열대수역은 전 세계 기상변화를 초래하는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에 의한 

해양 및 기상변화가 나타나는 중심지역이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표층 엽록소-a 분포는 이곳의 식물플랑크톤 

분포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해류흐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적도 부근에선 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고, KOMO 정점이 위치한 북위 10°30’에선 적도와 같이 뚜렷하진 않으나 

발산대의 이동에 따라 엽록소-a 농도의 연변동이 나타났다. 1998년에서 2007년까지 KOMO수역의 7월의 

엽록소-a 농도는 0.08~0.22㎍ℓ-1 범위의 연 변화를 나타냈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KOMO 정점에서 

월별 평균 엽록소-a 농도와 현장에서 관측된 표면 혼합층 깊이는 음의 상관관계로 Y=~0.00167*X+0.189의 

관계식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 변화 정보는 광물 개발 시 나타날 인위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HEMTAX 분석 결과 표층에선 Prochlorococcus가 우점하여 빈 영양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한 

Prochlorococcus의 생태적 우월성을 잘 나타났다. Prochlorococcus는 전체 식물플랑크톤 엽록소-a 농도 중 

28.7%를 차지하는 우점 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에 발달한 용승의 영향으로  prymnesiophytes와 

chlorophytes의 생체량 기여도는 2006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Prochloococcus의 기여도는 감소하였다. 

SCM층에서는 prymnesiophytes, chlorophytes, Prochlorococcus, diatom 등 다양한 분류군이 함께 우점 

하였다. 이와 같은 연 변화와 층별 군집구조의 차이는 광물 개발 시 나타날 영양염 증가가 유도할 군집구조의 

변화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

2.3.4.2.1.3. 동물플랑크톤

광역 분포 특성 

KODOS해역에서 망간단괴를 채광하면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동물플랑크톤 군집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동물플랑크톤 채집은 망구 100㎝, 망목 

300㎛의 개폐식 네트(opening-closing net)를 사용하여 층별로 수행되었으며, 네트 입구 중앙부분에 

유량계(Hydro-Bios Kiel: back-run stop)를 부착하여 여과된 해수의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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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별 채집은 수심 200m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기준 목표수심을 표층에서 수심 200m까지로 결정한 

것은 국제해저기구(ISA)에서 권고한 환경탐사시 동물플랑크톤 채집 수심을 근간으로 하였다. 층별 채집 

깊이는 표면 혼합층 깊이를 기준으로 수심 200m까지 2개의 수층(표면혼합층, 0m-thermocline depth, 

저층, thermocline depth-200m)으로 결정하였다. 채집은 동물플랑크톤의 주야수직이동 습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야간에 수행되어 보다 많은 양의 동물플랑크톤을 채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DOS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개체수(1997~2008년)는 동일한 경도(131.5°W) 내 위도별 동물플랑크톤 분포에서 

표면혼합층 95(11°N, 2003년)~625inds/m3(6°N, 2003년), 91inds/m3(11°N, 2005년)~406inds/m3(5°N, 2005년) 

으로 일반적으로 저위도(5°~9°N)에서 동물플랑크톤 개체수가 높으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3.4.18). 위도별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기후 현상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1998년과 

1999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각각 관측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평년 조건(normal condition)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기마다 고유한 물리적 현상과 관련하여 위도별로 동물플랑크톤 개체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위도 선상(10.5°N)에서 경도별 동물플랑크톤 분포는 표면혼합층에서 266(135°W, 2004년)~1,365 

inds/m3(133°W, 2004년), 저층 39inds/m3(132°W, 2004년)~120inds/m3(130°W, 2004년)을 보였다(그림 

2.3.4.18). 이와 같은 동물플랑크톤의 경도별 분포유형은 위도별 분포와는 다르게 동-서간의 명확한 

구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규모 이상의 큰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이는 

경도별 동물플랑크톤 분포가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물플랑크톤 분류군별 경도 분포의 조절 요인이 

다양한 것으로 사료 된다.

KODOS해역의 모든 채집 수층(surfacemixed layer와 lower layer)에서 출현한 전체 동물플랑크톤 분류군은 

원생동물인 유공충류(foraminiferans)와 방산충류(radiolarians)가, 자포동물로는 히드로 충류 (hydro- 

medusae), 관해파리류(siphonophores), 빗해파리류(ctenophores)가 출현하였으며, 갑각류로는 요각류 

(copepods), 패충류(ostracods), 지각류(cladocerans), 단각류(amphipods), 십각류(decapods), 곤쟁이류 

(mysids), 난바다곤쟁이류(euphausⅡds)가, 연체동물로는 복족류(gastropods)의 익족류(pteropods)와 이족류 

(heteropods)가 출현하였다. 그 밖의 동물플랑크톤으로는 모악동물(chaetognaths), 척색동물인 유형류 

(appendicularians)와 탈리아류(thaliaceans), 갑각류 유생, 저서동물의 부유유생 및 어류의 유생 등이었다. 

저서동물의 부유 유생으로는 환형동물인 다모류(polychaetes), 십각류(decapods), 곤쟁이류(mysids), 난바다 

곤쟁이류(euphausⅡds), 극피동물(echinoderms)의 유생들이 출현하였다(그림 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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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8  KODOS 해역의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위ㆍ경도별 개체수 분포.

그림 2.3.4.19  KODOS 해역의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분류군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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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 중 표면 혼합층에서 가장 우점한 종은 포에실로스토마토이드목(Order Poecilostomatoida)에 속하는 

Oncaea spp.이며, 12~66 inds/m3 범위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우점한 요각류는 칼라누스목(Order 

Calanoida)에 속하는 Clausocalanus spp.로 5 inds/m3~19 inds/m3의 범위로 출현하였다. 이 두 종은 

태평양에서 KODOS 인근해역에서 가장 우점하는 요각류로 보고된 바 있다. 이 두 종 외에 칼라누스목에 

속하는 Cosmocalanus spp., Paracalanus spp., Acrocalanus spp., Euchaeta spp. 그리고 

사이클로프스목(Order Cyclopoida)에 속하는 Oithona spp.도 높은 출현량을 보인 요각류였다. 저층에서 

가장 우점한 종 또한 Oncaea spp.이며, 2~10inds/m3 범위로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우점한 요각류는 

Clausocalanus spp.로 1~4inds/m3 범위를 보였다. 이 두 종 외에 칼라누스목에 속하는 Cosmocalanus spp., 

Paracalanus spp., Euchaeta spp. 그리고 사이클로프스목(Order Cyclopoida)에 속하는 Oithona spp.와 

Corycaeus spp.가 높은 출현량을 보인 요각류였다. 심층에서도 Oncaea spp.와 Clausocalanus spp.가 가장 

우점하는 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Oithona spp.와 Eucalanus spp.가 우점하여 나타났다. 심층에서는 

개체수는 높지 않았지만, 표면혼합층과 저층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Mormonilla spp.가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우점한 분류군은 방산충류와 유공충류로 표면혼합층에서 두 분류군이 4.1~19.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저층에서도 1.6~22.0%의 범위에서 점유율을 나타내어 두 수층 모두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다. 

패충류의 경우에 정점 두 수층에서 점유율이 각각 23.5%와 21.4%로 높았으며, 고위도(9°~12°N)보다 

저위도(0°~7°N)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모악류의 경우 표면 혼합층에서는 약 1.8%, 저층에서는 약 

2.0%를 차지하여 다른 분류군에 비하여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KODOS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이들의 수직분포는 위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해역의 

두 수층 모두 저위도 정점들(0°~9°N)이 고위도 정점들(10°~12°N)보다 동물플랑크톤 개체수가 높게 나타나 

대체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면혼합층에 대한 저층의 동물플랑크톤 총 

개체수의 수직 변화폭은 위도가 증가함에서 따라 변화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다 다시 감소하여 낮게 

나타났다.

광구해역 내 동물플랑크톤의 분포 특성 

KR5 해역 내 표면혼합층에서 출현한 동물플랑크톤 평균 개체수는 569(2005년)~1,352(2008년)inds/m3로 

나타났다. 수온약층에서부터 수심 200m까지의 저층에서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94~259inds/m3(평균 194 

inds/m3) 범위로 표면혼합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개체수를 나타냈다(그림 2.3.4.20).



- 181 -

그림 2.3.4.20  KR5 해역 내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 분포.

KR5 해역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분류군별 평균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은 

요각류로 표면혼합층에서는 45.2%를, 저층에서는 55.4%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유공충류와 방산충류가 두 

수층(표면혼합층 23.3%, 저층 15.3%)에서 모두 우점하여 나타났다. 점유율 측면에서 두 수층 간의 

분류군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탈리아류의 경우 표면혼합층에서 1.3%의 점유율을 보인 반면, 저층에서 

2.8%로 표면혼합층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모악동물도 표면혼합층에서의 점유율(6.5%)이 

저층(3.6%)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2.3.4.21). 최우점 분류군인 요각류의 

정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두 수층에서의 정점별 요각류의 점유율은 표면혼합층보다 저층에서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면혼합층에서는 33.2~56.7% 범위로 나타났다. 전체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요각류 

미성숙체의 정점 평균 점유율은 각각 14.7%, 21.9%로 요각류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림 2.3.4.21  KR5 해역 내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분류군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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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5 해역 내 요각류 중 가장 우점 한 종은 사이클로프스목(Order Cyclopoida)에 속하는 Oncaea spp.이며, 

다음으로는 사이클로프스목(Order Cyclopoida)에 속하는 Oithona spp., 칼라누스목(Order Calanoida)에 

속하는 Clausocalanus spp. 순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표면혼합층에서는 사이클로프스목(Order Cyclopoida)에 

속하는 Corycaeus spp., 칼라누스목(Order Calanoida)에 속하는 Calanopia spp.가, 저층에서는 

칼라누스목(Order Calanoida)에 속하는 Lucicutia spp.와 Eucalanus spp.가 우점 하였다. 표면혼합층에서의 

Oncaea spp.의 개체수 범위는 42~157 inds/m3 범위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우점한 Oithona spp.는 30~85 

inds/m3 범위로 출현하였고, Clausocalanus spp.는 19~33inds/m3로 나타났다. 저층에서는 Oncaea spp.가 9~25 

inds/m3 범위로 출현하였고 Oithona spp.가 3~12inds/m3 범위이며, Clausocalanus spp.가 1~6inds/m3 범위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우점한 분류군은 방산충류와 유공충류로 표면혼합층에서 두 분류군이 12.9~37.1%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저층에서도 5.8~26.6% 범위의 점유율을 보였다. 저층보다 표면혼합층에서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류의 경우에는 표면혼합층의 3.2~13.5%, 저층에서는 1.4~16.3%의 범위로 나타났다. 패충류는 

표면혼합층에서 1.0~14.0%로 정점 간의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8~2021년 수행된 연구결과

망간단괴 광구해역(KR5)과APEI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KR5 지역 내 BIS와 KOMO구역 

및 환경보호구역 APEI6에서 NORPAC net(망구 0.6m, 망목 200㎛)를 이용하여 수심 200m에서 표층까지 수직 

예인하여 채집하였다. 채집된 시료에서 원생동물인 유공충류(foraminiferans)와 방산충류(radiolarians)은 

제외하고 동정 및 개체수를 계산하였다. 

KR5 해역 내 BIS와 KOMO의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은 각각 186inds/m3 와 161inds/m3 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APEI6에서는 238inds/m3으로 두 해역보다 비교적 높은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을 나타냈다(그림 

2.3.4.22). BIS에서 3.83dry mg/m3으로 가장 낮은 건중량을 보인 반면, KOMO 해역에서 4.84dry mg/m3과 

APEI6 해역에서 5.83dry mg/m3를 보였다(그림. 2.3.4.22). 두 해역(KR5와 APEI6)에서 요각류(Copepoda), 

곤쟁이류(Mysidae), 난바다곤쟁이류(Euphausiacea), 패충류(Ostracoda), 단각류(Amphipoda), 모악류 

(Chaetognatha), 유형류(Appendicularians), 야광충(Noctiluca sicntillans), 치어(Fish lavae) 그리고 

어란(fish egg) 등이 출현하였다. 요각류가 두 해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으며, 전체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약 54.7%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의 분류군으로는 모악류 8.7%, 유형류 8.7%, 야광충 

7.9%, 패충류 3.8%, 어란 3.3%, 치어 2.6%, 난바다곤쟁이류 2.2% 그리고 곤쟁이류 2.1%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플랑크톤이 전체 동물플랑크톤 군집에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였다(그림 2.3.4.22).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BIS와 KOMO는 유사한 동물플랑크톤 구성비를 보이는 반면, APEI6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구성은 KR5(BIS와 KOMO)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BIS와 KOMO의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요각류는 각각 

63.8%와 67.1%의 높은 구성을 보였으나, APEI6 해역에서는 44.0%로 다른 연구해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구성을 나타낸 반면에, 유형류와 야광충은 BIS(유형류, 3.9%, 야광충, 4.6%)와 KOMO(유형류, 1.9%, 

야광충, 7.6%)에 비하여 APEI6(유형류, 14.5%, 야광충, 10.7%)에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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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2 연구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생체량 그리고 군집구조.

KOMO와 APEI9 내 수층별 동물플랑크톤 군집 구성, 현존량 및 생체량을 조사하기 위해MOCNESS1)(망구 

1.0m2, 망목 200㎛)를 이용하여 각 수심별(0~50m, 50~100m, 200~300m, 300~500m, 500~700m, 700~1,000m, 

1,000~1,500m, 1,500~2,000m)로 경사 채집하였다. APEI9에서는 야간 1회 채집하였으며, KOMO에서는 주야 

수직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야간(현지시간 19~03 시)과 주간(현지시간 19~04 시)에 1회씩 연속적으로 

채집하였다. 

APEI9에서 0~200m 내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은 223inds/m3로 나타났으며, 50~100m 수층에서 235inds/m3로 

가장 높은 동물플랑크톤 개체수가 출현하였다(그림 2.3.4.24. KOMO에서도 0~100m 수심에서 주야 모두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그림 2.3.4.23). 특히 0~100m 수심에서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주간에 비해 야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해역 모두 수심이 깊어질수록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현존량과 유사하게 APEI9의 50~100m 수층에서 6.21 dry mg/m3으로 가장 높은 건중량을 

보였으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2.3.4.24). KOMO 역시 주야 모두 수심에 따라 

감소하였고 50~100m 수심에서 가장 높은 생체량(20.50dry mg/m3)을 보였다(그림 2.3.4.23). 가장 높은 

현존량과 생체량은 수온약층과 Chl-a 최대층과 동일한 깊이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동물플랑크톤의 

수직 분포는 수괴 특성과 잠재적 먹이로 간주되는 식물플랑크톤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APEI9에서 현존량과 다르게 1,000~2,000m 수층에서 건중량이 비교적 높았으며, 이는 생체량이 비교적 높은 

새우류가 출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특정 수층에서 주간과 야간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물플랑크톤의 크기별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200~500m 수심에서 야간보다 주간에 유의하게 더 높았다. 모악류와 크릴과 같은 

비교적 큰 크기의 분류군(2~5mm)이 주간에 더 많이 분포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면에서 100m까지의 

수심에서는 작은 크기의 동물플랑크톤 그룹(0.2~1.0mm: 주로 작은 요각류, 요각류 등)이 가장 

1)multiple Opening/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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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하였다(평균 59.1%). 200m 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큰 크기의 동물플랑크톤 그룹(>1.0mm: 주로 대형 

요각류, 모악류 및 난바다곤쟁이류)이 우점하였다(평균 70.7%). 두 해역 모두 요각류가 전 수층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으며, 전체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약 48.4~44.9%를 차지하였다. 그 외의 

분류군으로는 모악류 15.4%, 난바다곤쟁이류 10.3%, 유형류 5.2%, 곤쟁이류 4.1% 이었다.

그림 2.3.4.23  주간과 야간시간대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종조성

(ND: 기술적인 문제로 시료획득 실패).

그림 2.3.4.24  APEI9 해역에서 동물플람크톤 개체수, 생체량 그리고 군집구조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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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 수층 미생물(중층)

해양 생태계는 해수 내 존재하는 무기 영양염을 유기물화시키는 식물플랑크톤을 기점으로 종속영양 원핵 

미생물(이하 미생물), 원생동물, 동물플랑크톤, 더 나아가 어류 등의 상위 영양단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먹이망(Food Web)을 형성하고 있다. 미생물은 해수 내 용존 유기물을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입자성 유기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미세먹이망(Microbial Loop) 내에서 영양단계 연결고리(trophic 

link)의 역활을 한다(Azam et al., 1983, Ducklow and Carlson, 1995). 또한 미생물은 호흡을 통해 

재무기질화(remineralization)를 주도함으로써 환경에서 생지화학적 원소 순환 및 지구적 규모의 탄소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Buesseler et al., 2007). 따라서 해양 생태계에서 기초적인 구성요소인 

미생물은 주요 원소들의 물질순환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대상이다(Murray et al., 1995, 

McGowan et al., 1998, Sherr and Sherr, 2001, Kang et al., 2008).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변화는 해양의 환경특성별로 각각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Amann, 1992). 광합성에 의한 일차생산이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표층해양의 경우, 잔사의 배출에 따른 

광조건의 저하가 일차생산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저층과 퇴적물에 포함된 영양염과 미량금속원소들과 같은 

제한영양소들이 표층으로 공급되어 일차생산이 증가될 수도 있다(Hyun et al., 1998a, Hyun et al., 1998b). 

중층해양은 빛이 도달하지 못하고, 영구적 수온약층이 존재하며, 동물플랑크톤의 일주수직이동(Diurnal 

Vertical Migration)이 일어나는 곳이다(Hyun, 2006). 중층해양에 존재하는 영구 수온약층은 유광층으로부터 

낙하하는 유기물의 낙하속도를 감소시키고, 축적된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수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 층에 대한 수직적 물질플럭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Youngbluth, 1975). 영구 수온약층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급격한 분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산소소모로 용존산소 최소층(Oxygen Minimum Zone, 이하 OMZ)이 형성되며 플랑크톤 생체량 및 생물종 구성과 

분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Loh and Bauer, 2000, Vinogradov et al., 1962, Longhurst, 1967, Brinton, 

1979, Judkins, 1980). OMZ의 발달은 생물의 분포뿐 아니라, 망간, 철 등 산소와의 반응성이 강한 원소의 조성 

및 거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Wishner et al., 1990, Shailaja et al., 2006). 기존 

연구에서는 동태평양의 OMZ 하부인 700~900m 수심대에서 유기탄소와 유기질소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아지며 

이들에 의해 미생물의 활성이 높게 일어난다고 하였고(Wuchter et al., 2006), 최근에는 OMZ 부근 수심에서 

호기성 암모늄 산화 미생물의 활성이 해양 내 전반적인 질소와 탄소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Karl and Knauer, 1984).

 따라서 망간단괴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잔사유출이 연구지역 중층해양의 미생물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위해서는 채광실시 이전의 중층해양에 대한 미생물 생태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OMZ를 

중심으로 상부, 중심부, 그리고 하부를 포함한 중층해양에서 수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미생물의 요인(생산력 

및 생체량)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망간단괴 채광에 따른 저층수 및 잔사 배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2.3.4.2.2.1. 연구방법

KODOS09-02 기간 중 우리나라 광구지역 KR5의 장기모니터링 지점인 CTD09-02-KOMO1, CTD09-02-09, 

CTD09-02-16 정점과 KR2 지역의 장기모니터링 지점인 CTD09-02-KOMO2 정점을 선정하여 CTD system을 이용해 

수온, 염분 등의 물리자료와 해수 시료를 획득하였다(그림. 2.3.4.25). 해수 시료는 무기 영양염 채수 

수심과 동일하게 채수하였다.

입자유기탄소 및 입자유기질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and Nitrogen, POC and PON)

입자유기탄소와 입자유기질소 분석은 현장에서 채수된 해수를 low vacuum pressure 여과 장치를 이용해 

450℃에서 4시간 이상 태운 GF/F glass fiber filter(25㎜ diameter, Whatman)로 거른 후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겨 분석하였다. 무기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10 N HCl로 훈증(acid fuming) 후 건조한 다음 주석 

용기(tin capsule)에 담아서 원소분석기(Thermo Fisher Scientific, Elemental analyzer, Flash EA11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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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표준물질로는 L-Cystine(Thermo Electron Co.)을 사용하였다. C/N raio는 기기분석으로부터 

얻어진 농도값을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누어mole 비로 나타내었다.

미생물 생체량 

가) ATP (Adenosine Triphosphate): 미생물을 포함한 0.2~200㎛ 크기의 생물에 대한 총 생체량을 

지시하는 ATP 분석은 우선적으로 300㎖의 해수 시료를 200㎛ 채를 사용해 미생물보다 큰 생물체를 걸러낸 

다음 pore size 0.2㎛ filter(diameter 25㎜,MFS)로 낮은 압력하(<10㎜Hg)에서 여과시켰다. 여과된 

여과지를 접어서 미리 heating block에서 110℃ 이상으로 가열된 5㎖ phosphate buffer(60mM)가 

들어있는 vaccutainer(10㎖)에 넣고 5분간 끓여서 ATP를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나면 식힌 후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여 증발된 buffer 용액을 보충해 5㎖를 맞춘 다음 냉동 보관하였다. 시료 분석은 

Luminometer(Turner designs, model 20e)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나) 박테리아 세포수(Bacterial Cell Number, BCN): 박테리아의 세포수를 정량하기 위한 시료는 

채수한 해수 20㎖를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최종농도 2%) 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할 때까지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15~20㎖의 부시료를 DAPI 로 염색한 후(Molina and Farias, 2008), 0.2㎛ filter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표본 시료를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형광현미경(Zeiss Axiophot)을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다) 미생물 생산력(Bacteria Production, BP): 미생물의 생산력은 thymidine이 미생물 세포로 흡수되는 

양으로부터 계산하였다(Porter and Feig, 1980, Fuhrman and Azam, 1980). 채수한 해수 40㎖에 
3H-thymidine(New England Nuclear Co., NET 027X)을 넣고(최종농도 5 nM),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 냉장(약 0℃)상태로 보관된 TCA(trichloroacetic acid, 최종농도 5%) 용액을 사용하여 15분간 

냉장이 유지되는 저온 배양기 속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0.2㎛ filter로 시료를 여과한 후(Micro 

Filtration System,MFS) 여과장치를 냉장 상태에 보관한 80% 에탄올로 세 번 헹구었다. 전처리가 

완료된 후 여과지는 유리용기에 담아 실온 상태에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KB, RackBeta Ⅱ)를 사용하여 
3H~thymidine 양을 측정하였는데, 측정된 3H-thymidine은 미생물 세포 내 DNA로 흡수된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측정값으로부터 단위부피 및 시간당 생성된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이때 미생물 세포 내 

thymidine 생성에 따른 세포 증가량은 thymidine 1mole 당 2.15×1018 세포에 해당하는 전환상수를 

사용하였다(Fuhrman and Azam, 1982). 세포의 생산력은 세포 당 탄소량을 나타내는 전환상수(20 

fg/cell)를 사용하여 탄소생산력을 계산하였다(Kirchman et al., 1995).

2.3.4.2.2.2. 결과

환경특성

CTD09-02-KOMO1에서 해수면 수온은 28.6℃를 나타내었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다가 1,500m 깊이에서 

3.0℃가 되었다. 밀도는 20.1~27.6로, 온도와 반비례하여 수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분은 

해수면에서 33.50psu로 최저였고, 수심 136m에서 34.79psu까지 증가하다가 이하 수심에서 감소하고, OMZ 하부에서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2.3.4.25). CTD09-02-KOMO1에서의 용존산소는 표층으로부터 수온이 1℃ 낮아지는 수심 

30m에서 215.18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았고, 369~493m에서 용존산소 최소값이 17.41μmol/L으로 

나타났다(그림 2.3.4.26).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CTD09-02-KOMO2의 표면 온도는 27.2℃를 나타내었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다가 

1,500m 깊이에서 2.9℃가 되었다. 밀도는 22.4~27.6로 수심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염분은 앞의 세 정점과 

달리 해수면에서 수심 42m까지 34.67psu로 증가하다가 수심 149m에서 34.06psu로 최저였고, 다시 수심 

270m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수심에서 감소하고, 수심 600m 이하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CTD09-02-16에서의 

용존산소는 수심 80m에서 236.61μmol/L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271~275m에서 20.54μmol/L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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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5  조사 정점들의 수온, 밀도 및 염분 수직분포도.

CTD09-02-09에서 해수면 수온과 수심 1,500m에서의 수온은 CTD09-02-KOMO1 정점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밀도 또한 20.4~27.6로 수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분은 해수면에서 

33.95psu로 최저였고, 수심 133m에서 34.74psu까지 증가하다가 이하 수심에서 감소하고, OMZ 하부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CTD09-02-09에서의 용존산소는 수심 45m에서 217.41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았고, 

371~551m에서 17.41μmol/L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CTD09-02-16의 해수면 수온은 28.9 ℃를 나타내었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다가 1500m 깊이에서 

3.0℃가 되었다. 밀도는 CTD09-02-09 정점과 같은 범위 안에서 수심에 따라 증가하였다. 염분은 수심 

11m에서 33.47psu로 최저였고, 수심 142m에서 34.73psu까지 증가하다가 이하 수심에서 감소하고, OMZ 

하부에서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CTD09-02-16에서의 용존산소는 수심 21m에서 212.05μmol/L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133~140m에서 17.86μmol/L로 가장 낮았다.

KR5 해역 내 9.5o~11.5 oN에 위치한 CTD09-02-KOMO1,-09, 그리고-16 정점에서는 해수면으로부터 1℃ 

낮아지는 깊이까지인 표면 혼합층 깊이와 DO가 최대가 되는 수심간의 차이가 4m 이내로 매우 유사했으며, 

네 정점 모두 수심 300~900m 부근에 용존산소 농도가 40μmol/L 이하인 OMZ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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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6 조사 정점들의 용존산소 및 겉보기 산소소비량 수직분포도.

입자유기탄소 및 입자유기질소의 분포특성

입자유기탄소와 입자유기질소는 표층 혼합층에서 높았으나, 유광층을 벗어나면서 수심에 따른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OMZ 부근에서 표층에 준하는 높은 농도값을 보였다. 입자유기탄소의 경우, CTD09-02-KOMO1 

정점에서 78.6~199.8㎍/L의 범위를 보여 가장 농도가 높았고, CTD09-02-16 정점은 48.8~112.0㎍/L의 범위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그림 2.3.4.27).

미생물의 생체량 및 생산력

수심 0~1,500m 사이에서 ATP 농도범위는 CTD09-02-KOMO1에서 3.6~50.2ng/L, CTD09-02-KOMO2에서 

4.73~24.08ng/L, CTD09-02-09에서 7.1~75.3ng/L, 그리고 CTD09-02-16에서 2.2~61.2ng/L로 나타났다. 

모든 정점의 표층 혼합층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이하 수심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분포형태를 

보였으며, 가장 고위도 지역인 CTD09-02-KOMO2 정점은 다른 정점에 비해 표층에서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3.4.28). 

박테리아 세포수는 CTD09-02-KOMO1에서 0.09×105~12.26×105cells/㎖, CTD09-02-09에서 0.05×105 

~11.50×105cells/㎖, CTD09-02-16에서 0.09×105~2.25×105cells/㎖, 그리고 CTD09-02-KOMO2에서 

0.06×105 ~8.88×105 cells/㎖의 범위를 보였다(그림 2.3.4.29). 박테리아 생산력은 CTD09-02-KOMO1에서 

0.31~ 1.58mgC/m3/d, CTD09-02-09에서 0.3~1.25mgC/m3/d, CTD09-02-16에서 0.30~1.32mgC/m3/d, 그리고 

CTD09- 02-KOMO2에서 0.38~1.17mgC/m3/d의 범위를 나타냈다(그림 2.3.4.30). 미생물 생산력의 수직분포는 

입자 유기탄소의 수심별 분포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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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7  조사 정점들의 입자유기탄소, 입자유기질소 및 C/N비 수직분포도.

그림 2.3.4.28  조사 정점들의 ATP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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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별 특성

가) 유광층: 대부분의 화학적ㆍ생물적 반응이 빛에 의해 제어되는 수심으로, 각 정점마다 SCM층 

부근에서 입자유기탄소와 입자유기질소의 농도가 높았으며, 9.5o~11.5oN에 위치한 CTD09-02- 

KOMO1,-09,-16 정점의 미생물 생산력은 SCM 하부에서, 16.5oN에 위치한 CTD09-02-KOMO2 정점의 미생물 

생산력은 SCM 상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 유광층 하부~OMZ 상부: 용존산소의 농도가 100µM 이하로 떨어지고 빛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력이 사라진다. 영양염 농도는 높아졌으나, 입자유기물질의 농도가 

현격히 줄고, 이에 따라 미생물의 생체량이나 생산력도 감소한다.

다) OMZ 중심부: 네 정점의 OMZ 중심부는 수심 300~900m 사이에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40-µM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심부에서 정점 당 관측되어진 수심 중 일부의 입자유기탄소 농도는 표층과 유사한 높은 

값을 보였고, 해당 수심에서 미생물의 생산력도 표층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 OMZ 하부: 이 층의 용존산소 농도는 40µM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수심이 매우 깊어 입자성 유기물질 

농도가 다시 낮아지고, 이에 따라 미생물의 생체량과 생산력도 낮아진다

그림 2.3.4.29  조사 정점들의 미생물 세포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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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0  조사 정점들의 미생물 생산력 수직분포도.

토 의 

망간단괴 채광 후 발생하는 잔사의 배출이 해수면에서 바로 이루어질 경우, 유광층 내에 탁도가 증가하여 

일차 생산력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빈영양 해역에 저층의 풍부한 무기 영양염이 공급되어 일차 생산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Lee and Fuhrman, 1987). 또한, 수층에 방류된 입자들이 어류의 아가미를 막아 호흡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Chan and Anderson, 1981), 미량원소들이 유광층에 유입되어 식물플랑크톤이나 

동물플랑크톤 등의 해양 생태계 먹이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Ozturgut et al., 1978), 유입된 잔사 

입자들이 낙하하다 밀도약층(Pycnocline)에서 유속이 느려져 정체되고(Hirota, 1981), 늘어난 유기물에 

의해 미생물 성장이 증가하여 동물플랑크톤의 섭식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알려져 있다(Amann, 

1992).

하지만 영양염 유입에 의한 중층해양에서의 영향은 아직까지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중층해양은 

해양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넓지만,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큰 

생물들이 적고, 미생물의 생산력이 낮다(Simon, et al., 1992). 따라서 이제까지 영양염 유입이 

중층해양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어 왔다(Amann, 1992). 그러나 최근들어 OMZ 

부근에서도 화학적 반응이 활발하며(Paulmier and Ruiz-Pino, 2009, Molina and Farias, 2009),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으로 화학적 동화를 통한 입자성 유기탄소를 생성(New carbon production)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arl and Knauer, 1984, Ulloa and Pantoja, 2009).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유광층과 OMZ 중심부에서 미생물 생체량과 생산력을 적분한 

결과, OMZ 중심부에서 ATP로 나타내어진 미생물 생체량은 유광층의 34~43% 정도로 나타났다. OMZ 

중심부에서 미생물 생산력은 유광층의 60% 이상 값을 보였으며, 특히 CTD09-02-KOMO1 정점의 경우에는 

유광층에 비해 OMZ 중심부의 미생물 생산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3.4.1). 이러한 결과는 OMZ 부근의 

미생물 활동이 기존에 알려져 왔던 것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지시한다(Karl and Knauer, 1984, Ulloa and 

Pantoj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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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Z 중심부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망간단괴 채광 시 발생하는 잔사를 OMZ 보다 

상부에 방출하였을 경우, 방류된 잔사 등에 의한 유기물 및 중금속 성분의 공급으로 OMZ층의 환경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시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채광선에서 처리되고 남은 잔사 및 저층수를 OMZ 

이하의 수심에 잔사를 방류하여야 한다(해양수산부, 1998)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인위적 

환경충격시험이나 망간단괴의 실질적 개발 시 필요한 잔사배출 수심을 결정하기 위해  OMZ 중심부와 

하부에서 미생물 생산력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OMZ 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생물에 

의한 황, 철, 망간 등의 원소들의 생지화학적 특성 변화가 OMZ 하부의 물질 플럭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Station
Euphotic Zone

(0~200m)

OMZ Core

(400~600m)

Microbial Biomass

(ATP, mgm-2)

CTD09~02~KOMO1 3.50 1.51

CTD09~02~KOMO2 3.46 1.28

CTD09~02~09 6.63 2.64

CTD09~02~16 5.19 1.76

Microbial Biomass

(BCN, ×1012cellsm-2)

CTD09~02~KOMO1 37.79 6.59

CTD09~02~KOMO2 77.04 4.78

CTD09~02~09 63.36 6.42

CTD09~02~16 11.44 2.84

Microbial Production

(BP, mg㎝-2 d-1)

CTD09~02~KOMO1 110.29 111.36

CTD09~02~KOMO2 140.33 94.69

CTD09~02~09 120.73 95.91

CTD09~02~16 142.09 91.19

표 2.3.4.1  조사 정점들의 유광층과 OMZ 중심부에서의 미생물 생체량과 생산력 적분값

2.3.4.2.3. 저서생태계

2.3.4.2.3.1. 거대저서생물의 다양성

거대저서생물은 해저면 위에서 서식하는 길이 2㎝ 이상의 생물을 말하며, 이들은 심해 저서 먹이망을 

통한 탄소순환에 관여하기 때문에 심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mith et al. 2008, Stratmann et 

al., 2018). 거대저서생물은 크게 경성의 기층에 부착해 살아가는 해면동물과 산호충류 등의 고착성 

생물군(Sessile fauna)과 이동성 있는 어류와 갑각류 등의 유영성 생물군(Mobile fauna)으로 나뉜다. 

거대저서생물의 다양성과 분포는 이들이 부착할 수 있는 기층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 연구지역인 C-C에서는 

망간단괴가 기층으로 나타난다(Vanreusel et al., 2016). C-C해역에는 다양한 단괴 부착 생물군들이 

존재하며, 이곳의 전체 거대저서생물 중 약 60~70%가 단괴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on-Lledó et 

al., 2019a). 향후 C-C해역에서 진행될 망간단괴 채광은 단괴 부착 생물군뿐만 아니라 먹이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저서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광 전 거대저서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저서생물의 광역적 조사에 사용되는 심해저 카메라를 이용해 한국 광구지역인 KR5와 보존지역인 

APEI9에서 거대저서생물 군집의 분포와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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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거대저서생물은 2013~2014년과 2018~2019년에 KR5와 APEI9에서 심해저카메라(2013~2014년: Nikon D70s slr, 

2018~2019년: OIS 24MP)로 조사되었다(그림 2.3.4.31).

2013년과 2014년에는 KR5 내 BIS 지역에서 각각 1회와 2회의 측선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KR5 내 

BIS와 KOMO 지역에서 각각 2회, PILOT 지역에서 3회, 그리고 APEI9 지역에서 3회의 측선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Area A 지역과 Area B 지역에서 각각 1회, PILOT 지역에서 3회의 측선 조사를 수행하였다(표 

2.3.4.2). 

측선 조사 동안 심해저 카메라의 예인 속도는 1~2 knot, 고도는 해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유지되었다.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거대저서생물의 형태형(Morphotype)은 C-C 출현 거대저서생물 catalogue를 이용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고 계수하였다. 거대저서생물의 출현 개체수를 카메라 조사 면적으로 나눠 

밀도(inds./m2)를 구하였고, 고착성 생물군의 밀도와 망간단괴 부존율 간의 상관분석(Spearman’s rank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림 2.3.4.31  C-C 해역 내 거대저서생물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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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Year Survery area (line No.) Line Length (㎞) Coverage Area (m2)

2013 BIS (DSC-01) 3.3 9,900

2014
BIS (DSC-01) 4.9 14,700

BIS (DSC-02) 9.3 27,900

2018

BIS (TC-01) 2.5 12,900

BIS (TC-02) 4.9 25,284

KOMO (TC-03) 6.5 33,540

KOMO (TC-04) 4.3 22,188

PILOT (TC-05) 3.7 19,092

PILOT (TC-06) 4.1 21,156

PILOT (TC-07) 4.3 22,188

APEI9 (TC-08) 3.0 15,480

APEI9 (TC-09) 4.1 21,156

APEI9 (TC-10) 3.1 15,996

2019

Area A (TC-01) 4.9 25,284

PILOT (TC-02) 5.2 26,832

PILOT (TC-03) 5.1 26,316

PILOT (TC-04) 5.3 27,348

Area B (TC-05) 4.9 25,284

표 2.3.4.2  심해저 카메라 조사 측선의 길이 및 면적

그림 2.3.4.32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거대저서생물의 밀도(Avg.: 연도별 밀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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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전체 거대저서생물 형태형의 평균 87.4%가 고착성 생물군으로 나타났다. 최우점 

분류군은 가장 큰 원생생물로 알려진 Xenophyophore(평균 60.9%)였으며, 해면동물(평균 14.7%)과 

산호충류(평균 10.5%)가 그 뒤를 이었다. 형태형의 밀도는 KOMO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Area B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2.3.4.32).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고착성 생물군은 Anthozoa(산호충류), Bryozoa(태형동물), Crinoidea 

(바다나리류), Hydrozoa(히드라충류), Polychaeta_s(고착성 다모류), Porifera(해면동물), Tunicata 

(피낭동물), Xenophyophore였으며(그림 2.3.4.33, 2.3.4.34), 이 중 Xenophyophore가 전체  42~83.3%를 

차지하면서 우점하여 나타났다. 차우점 분류군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BIS, Area A와 APEI9 

지역에서는 해면동물이 16~41.4%를, KOMO, PILOT과 Area B 지역에서는 산호충류가 11.4~22.9%를 차지하며 

차우점하였다. 그 다음 우점 분류군은 해면동물이 차우점한 3개 지역에서는 산호충류로, 산호충류가 

차우점한 3개 지역에서는 해면동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구지역의 주요 고착성 생물군은 

Xenophyophore, 해면동물, 그리고 산호충류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KR5와 달리 APEI9 

지역에서는 우점 분류군인 Xenophyophore와 차우점 분류군인 해면동물의 출현 비율이 각각 45.8%와 

41.4%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착성 생물군의 밀도와 망간단괴 부존율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Spearman’s rank correlation, p>0.05, 그림 2.3.4.35). 그러나 망간단괴 부존율은 대개 로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착성 생물군의 밀도와 정비례한 상관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조사와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망간단괴 부존율의 증가가 서식지 내 퇴적물 

감소를 야기하면 고착성 생물군 중 일부 sediment dwellers(Xenophyophores, Echiurian polycheates)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상관관계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괴 부존율의 증가가 반드시 

고착성 생물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밀도와 다양성은 단괴와 퇴적물이 최적의 

비율로 분포하는, 즉 서식지 이질성(Habitat heterogeneity)이 높은 곳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imon-Lledó et al., 2019b). 실제로 본 연구지역에서는 Area A와 KOMO 지역의 밀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 지역의 단괴 부존율은 각각 약 5와 15kg/㎡였다. 반면 단괴 부존율이 약 9kg/㎡로 KOMO와 

Area A지역의 평균값에 근사한 PILOT 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는 위 두 지역의 약 50%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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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3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고착성 생물군. A~D: Xenophyophore, E: 태형동물, 

F: 고착성 다모류, G~L: 산호충류, M~O: 해면동물.

그림 2.3.4.34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고착성 생물군의 밀도.



- 197 -

그림 2.3.4.35  망간단괴 부존율과 고착성 생물군 밀도 간의 상관관계(Spearman’s rank 

correlation, p>0.05).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영성 생물군은 Asteroidea(별불가사리류), Crustacea(갑각류), Ctenophora 

(빗해파리류), Echinoidea(성게류), Fish(어류), Hemichordata(반삭동물), Holothuroidea (해삼류), Mollusca 

(연체동물), Ophiuroidea(거미불가사리류), Polychaeta_m(유영성 다모류), Scyphozoa (해파리류)였다(그림 

2.3.4.36, 2.3.4.37). 유영성 생물군의 밀도는 BIS에서 가장 높았고 APEI9에서 가장 낮았으며, 우점 

분류군은 KR5 내 5개 지역에서는 해삼류(25.3~56.4%)였고 APEI9에서는 어류(32.5%)였다.

차우점 분류군은 고착성 생물군과 같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BIS 지역에서는 별불가사리류 

(17.8%), 갑각류(7.8%), KOMO와 Area B 지역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류(각각 24.7, 31.9%), 성게류(각각 21.4, 

7.8%) 순이었고, PILOT 지역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류(24.7%), 유영성 다모류(13.6%), Area A 지역에서는 

유영성 다모류(19.8%), 어류(12.1%) 순이었다. APEI9 지역에서는 유영성 다모류 (24%)와 갑각류(14.9%)가 

차우점 분류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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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6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영성 생물군. A: 유영성 다모류, B-C, O: 어류, D: 반삭동물,

  E-F: 갑각류, G-K: 해삼류, L: 거미불가사리류, M-N: 별불가사리류.

그림 2.3.4.37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영성 생물군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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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의 분류군이 연구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PILOT 지역에는 모든 분류군이 발견되었다(그림 

2.3.4.38). 지금까지 분석된 형태형이 강(Class) 수준 이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연구지역 간 

거대저서생물의 공간적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2.3.4.39). 분석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된 형태형의 출현과 우점 분류군의 패턴은 C-C 내 타 광구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였다(Kamenshyaka et al., 2013, Gooday et al., 2017).

그림 2.3.4.38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거대저서생물의 공간적 연결성. Set size는 각 

지역에 출현한 분류군의 수를 나타내며, Intersection size는 선으로 연결된 지역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분류군의 수를 가리킴.

그림 2.3.4.39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거대저서생물의 군집 구조 및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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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해역에서 망간단괴 부존율과 함께 거대저서생물의 밀도와 다양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유광층에서 기인한 POC flux이다(Smith et al., 2008). POC flux는 거대저서생물의 먹이원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C-C해역에 서식하는 거대저서생물의 밀도는 저층의 POC flux 거동과 유사하게 C-C의 서쪽과 남쪽 

모두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Jones et al., 2019, 그림 2.3.4.40). C-C의 가장 

동쪽인 TOML-D, APEI6, UK-1 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는 다른 지역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지역인 KR5는 TOML-B, TOML-C 광구지역보다는 낮은 밀도를 보였으나, 보존지역인 APEI(1, 4, 7, 9) 

보다는 높았고, APEI9 지역은 APEI6 지역을 제외한 다른 APEI 지역들과 비슷한 밀도를 보였다(그림 

2.3.4.41).

그림 2.3.4.40  C-C해역 내 타 광구지역과 본 연구지역 간의 거대저서생물 

밀도 및 POC Flux(Jones et al., 2019의 그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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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41  C-C해역 내 타 광구지역과 본 연구지역 간의 거대저서생물 밀도 비교 및 각 광구별 

위치, A: C-C 내 타 광구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 (좌), 본 연구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 (우), 

B: 각 광구별 위치(Jones et al., 2019의 그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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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13~2014년과 2018~2019년에 C-C 해역의 한국 망간단괴 광구지역(KR5) 내 5개 지역(BIS, KOMO, PILOT, 

Area A, B)과 APEI9 지역에서 거대저서생물의 밀도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해저 카메라를 이용한 총 

11회의 측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총 13개의 분류군이 발견되었으며, 전체 거대저서생물 

형태형의 평균 87.4%가 고착성 생물군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에서 우점한 분류군은 가장 큰 원생생물로 

알려진 Xenophyophore였고, 그밖에 주요 우점 고착성 생물군은 해면동물과 산호충류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와 망간단괴 부존율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괴 부존율이 각각 약 5와 15kg/㎡인 Area A와 KOMO 지역에서는 거대저서생물 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과 

단괴 부존율이 약 9kg/㎡로 KOMO와 Area A지역의 평균값에 근사한 PILOT 지역에서는 거대저서생물 

밀도가 위 두 지역의 약 50%밖에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서식지 이질성을 높여 거대저서생물의 밀도와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단괴 부존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영성 생물군의 밀도는 

BIS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APEI9 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KR5 내 5개 지역에서는 해삼류가, APEI9 

지역에서는 어류가 우점하여 나타났다.

연구지역 간 거대저서생물의 공간적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된 형태형의 출현과 

우점 분류군의 패턴은 C-C 내 타 광구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KR5 지역의 밀도는 

C-C해역 내 타 광구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APEI9 지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인 KR5는 TOML~B, C 광구지역보다는 낮은 밀도를 보였으나, 보존지역인 APEI(1, 4, 7, 9)보다는 

높았고, APEI9 지역은 APEI6 지역을 제외한 다른 APEI 지역들과 비슷한 밀도를 보였다.

2.3.4.2.3.2. 대형저서생물의 다양성

높은 생물다양성과 낮은 밀도로 유명한 심해는 계통발생학뿐만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다(Glover and Smith, 2003, Smith et al., 2008a, Rex and Etter, 2010, Bonifácio andmenot, 

2019). 지금까지 심해는 환경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시공간적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UNEP, 2007).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에 의한 서식지 교란과 저층해류 등에

 의한 교란은 좁은 범위에서 단 시간 동안 저서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Dayton and Hessler, 1972, Gr

assle, 1989), 단괴 채광과 같은 인위적인 교란은 이곳에 살고 있는 저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Amon et al., 2016, Amon et al., 2017, Bonifácio andmenot, 2019, Błażewicz 

et al., 2019, Gheerardyn and George, 2019, Jakiel et al., 2019, Wiklund et al., 2019, Thiel 1990 ).  

1970년대 이후로 C-C nodule 지대의 대형저서생물 군집의 생물다양성을 추정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는 분류군의 풍부도와 생물다양성을 보고했다(Smith et al., 1996, 

1997, 2008a, Smith and  Demopoulos, 2003, Amon et al., 2016, 2017, Dover et al., 2017, Bonifácio 

andmenot, 2019).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심해 polymetallic nodule이 존재하면 해당 지역의meio-, 

macro- 및 megafauna의 다양성, 구성, 분포 및 풍부도에 영향을 미쳤다(Veillette et al., 2007a, Smith 

et al., 2008, Amon et al., 2016, Vanreusel et al., 2016, De Smet et al., 2017). Nodule 표면은 

고착성 동물(예: alcyonacean 및 antipatharian 산호), 오래된 해면 조각 및 생물 집합체(예: 줄기가 

있는 해면에 서식하는 뱀장어)의 고정 기질로 작용할 수 있다. 주변의 nodule이 없는 퇴적물는 지역 및 

nodule 규모 모두에서 이러한 망간 부착물의 노출된 표면의 질감과 범위가 외피 유공충의 분포와 

다양성에 구조적 효과를 나타냄을 발견했다(Vanreusel et al., 2016, Kersken et al., 2019, Veillette 

et al., 2007). Nodule의 내부 구조는 단괴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양성 및 구성이 다른 특정 틈새 

동물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PThiel et al., 1993, Maybury, 1996, Veillette et al., 2007). 

심해저에 퇴적된 망간단괴는 Co, Ni, Cu 및 Zn과 같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래 광물 자원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Amsbaugh et al., 1982, Hein et al., 2013, Wegorzewski et al., 

2014). 망간단괴는 북동 적도 태평양, 중부 동인도 분지, 남서부의 C-C해역 5°~15°N, 116°~155°W)을 

포함하여 태평양 분지, 페루 분지 대부분의 심해저(4,000~6,000m)에 존재한다(Glasby, 2006). C-C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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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는 상업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되었다(Glasby et al., 1982, Padan, 1990, Pattan 

andmudholkar, 1990). 망간단괴의 상업적 채굴은 수주와 해저에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적물에서의 채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적물 및 금속들은 심각한 환경 교란을 나타낼수 

있다(Hyun et al. 1998, Sharma, 2005, Hyun, 2006).

일반적으로 망간단괴가 덮여있는 C-C지역에서의 생물서식 밀도는 초대형저서동물(megabenthos)의 경우 

30~300개체/1,000m2이고, 대형저서동물(macrobenthos)의 경우 36~268개체/m2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ilot, 2006). 또한 250 um 체에 걸린 대형저서동물 가운데, 80% 이상이 중형저서동물에 

속하는 분류군이다(Hecker and Paul, 1979). 망간단괴 광구 지역에서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는 

망간단괴가 적거나 없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괴의 분포가 실제 

저층에 잠입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저서동물의 분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Veillette 

et al., 2007, Smith et al., 2008).

다모류는 심해저 퇴적물 대형저서동물을 지배하며 풍부도와 전체 종의 50~75%를 구성하며 저서 

생물다양성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예: Glover et al., 2002, Smith et al., 2008a). 다모류는 

광범위한 섭식 유형과 생활사 전략을 나타내며 얕은 수심 서식지에서 인위적 교란을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다모류의 다양성과 종 범위에 대한 평가는 C-C에서 망간 결절 채광의 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생물다양성과 종 범위는 주로 적은 샘플링과 비교 가능한 데이터 세트의 부족으로 

인해 이 지리적 영역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nodule 동물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혼란을 일으킨다(예: Janssen et al., 2015, Bonifacio andmenot, 2018, Bonifacio et al., 

2019, Blake, 2019, Wiklund et al., 2019). 

망간단괴에 대한 채광은 단괴 자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서식지에서 퇴적물의 재현탁 

및 재침적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동물군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Jumars, 1981, Ingole et al., 2001, 

Thiel et al., 2001). 따라서 ISA에서 권장하는 대로 시험채광 전에 탐사 지역의 환경 기준선을 결정하고 

입자의 분산 및 침전 및 저서 동물군 천이와 같은 자연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기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환경 영향 예측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ISA, 2013). 

C-C 지역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은 유기물을 선택적으로 먹고 있으며, 망간 채취 후 지표 퇴적물의 교란은 

저서 생물의 서식지와 섭식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지역인 해역에서의 광구 개발이 대형저서동물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 후보 지역 및 대조구 

지역에서 종 조성, 종다양성, 분포 특성, 군집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KIOST 환경 연구 

기간 동안 KR5 탐사 계약 지역에서 BC 및 저서성 썰매(EBS) 샘플러에서 수집하고 분류한 대형저서동물 

다모류에 대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2012~2014년 수행된 대형저서생물 연구결과)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저층환경충격시험 정점(Benthic Impacted site, BIS)을 

포함하는 저층충격지역(Benthic Impacted Area, BIA)과 보존지역(Preserved Area, PRA)에서 BC를 

이용하였다. BC를 이용한 대형저서동물 시료 채집은 조사 기간 동안 15개 정점에서 총 36개의 퇴적물 

시료를 획득하였다. BC를 이용한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광구 KR5의 BIA 해역 내에서 BIS로 선정된 정점 

SD07에서 8회 실시되었으며, BIS를 제외한 BIA 지역에서는 16회, PRA 지역에서는 13회 실시되었다.

2012~2014년 기간 동안 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183종/8.75m2이었으며, 평균 

서식밀도는 257개체/m2였고, 종 다양도 지수는 평균 2.5였다. 주요 분류군 별 대형저서동물 종수는 

갑각류가 98종으로 총 출현 종수의 5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모류 64종(35%), 연체동물 14종(8%)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개체수는 갑각류가 756개체/m2로 총 출현 개체수의 6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모류 가 352개체/m2(31%)를 차지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조사 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one-way ANOVA, F=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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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대형저서동물의 서식 밀도 또한 조사 연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on-way ANOVA, F=14.0, 

P<0.001).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12년에는 1.7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35와 

2.4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ne-way ANOVA, F=8.22, P<0.001).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와 서식 

밀도와 종 다양 도 지수를 BIA, BIS, PRA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3.4.42).

그림 2.3.4.42 대형저서동물의 종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세 지역 간 비교(BIA, BIS, PRA).

조사기간 동안 총 출현 개체수의 1% 이상을 차지한 종은 총 22종이었으며, 이 가운 데, 갑각류 

주걱벌레류에 속하는 Typhlotanais sp1.이 총 92 개체(8.0%)가 출현하였으며, 출현 빈도율은 48.6%를 

차지하였다(표 2.3.4.3). 다음으로 우점한 종은 갑각류 주걱벌레류인 Akanthophoreus sp1(7.2%), 등각류 

Nannoniscus sp1(5.6%), 주걱벌레 Stenotanais sp.(3.6%), Akanthophoreus sp.(3.6%), 등각류macrostylis 

sp1(3.4%), 다모류 Cirratulidae spp.(3.2%), Levinsenia uncinata(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8종 

가 운데, 등각류 Nannoniscus sp1를 제외한 종들은 20% 이상의 높은 출현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출현한 주요 우점종 22종 가운데, 주걱벌레류는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 지역에서 

주요한 분류군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 지역에서 대형저 서동물의 주요 분류군 (key 

taxa)으로는 갑각류의 주걱벌레류이며, 이 가운데 주요종(key species)는 우점종 가운데, 출현 빈도율 30% 

이상을 보이는 주걱벌레류인 Typhlotanais sp1., Stenotanais sp., Akanthophoreus sp., 등각류인 

macrostylis sp1 등으로 여겨진다.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BIA와 PRA 지역의 수심이  깊은  골 지역(그룹a)과  수심 이 낮은 마루 

지역(그룹b) 그리고 골과 마루 사이(그룹c, 그룹d)에 위치한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졌다(그림 

2.3.4.43). 그룹 a에 속하는 정점은 BIA 지역의 SD2, SD4, SD7(BIS), SD9, SD12와 PRA 지역의 SD15, 

16정점이었으며, 그룹 b에 속하는 정점은 마 루 부분의 SD13, SD14 정점 이었다. 또한 그룹 c에는 SD 

3과 SD6, 그룹 d에는 SD5와 SD10으로 구분되어졌다. 각 그룹에 영향을 주는 종을 분석한 결과, 주요 

우점종이 군집 의 그룹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주요 우점종들은 그룹a에 우점하여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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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um Order Family Species total % frequency

Arthropoda Tanaidacea Typhlotanaidae Typhlotanais sp1 92 8.0 48.6

Arthropoda Tanaidacea Akanthophoreidae Akanthophoreus sp1 82 7.2 22.9

Arthropoda Isopoda Nannoniscidae Nannoniscus sp1 65 5.6 11.4

Arthropoda Tanaidacea Akanthophoreidae Stenotanais sp. 42 3.6 31.4

Arthropoda Tanaidacea Akanthophoreidae Akanthophoreus sp. 41 3.6 34.3

Arthropoda Isopoda Macrostylidae Macrostylis sp1 39 3.4 31.4

Annelida Polychaeta Cirratulidae Cirratulidae spp 37 3.2 28.6

Annelida Polychaeta Paraonidae Levinsenia uncinata 30 2.6 28.6

Arthropoda Tanaidacea Colletteidae Colletea sp1 29 2.5 17.1

Arthropoda Tanaidacea Paratanaoidea Stenotanais arenasi 28 2.4 2.9

Annelida Polychaeta Syllidae Syllidae sp. 1 26 2.3 14.3

Annelida Polychaeta Cirratulidae Cirratulidae sp.1 25 2.2 14.3

Arthropoda Ostracoda Cytheruridae Semicytherura sp1 18 1.6 8.6

Arthropoda Tanaidacea LeptognathⅡdae Leptognathia sp. 17 1.5 8.6

Annelida Polychaeta Goniadidae Progoniada cf. regularis 17 1.5 11.4

Arthropoda Isopoda Macrostylidae Macrostylis sp3 17 1.4 11.4

Arthropoda Isopoda Haploniscidae Haploniscus sp1 16 1.4 20.0

Annelida Polychaeta Alciopidae Alciopidae sp. 1 14 1.2 5.7

Annelida Polychaeta Accrocirridae Accrocirridae spp 13 1.1 8.6

Arthropoda Isopoda Macrostylidae Macrostylis sp2 12 1.1 17.1

Arthropoda Isopoda Macrostylidae Macrostylis sp 11 1.0 17.1

Annelida Polychaeta Spionidae Spionidae spp 11 1.0 20.0

표 2.3.4.3  조사 기간 동안 출현한 우점종(종 출현 밀도의 1% 이상)

그림 2.3.4.43  대형저서동물의 집괴분석 결과(SIMPROF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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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수행된 대형저서생물 연구결과 

대형저서동물 시료 채집은 2018년, 2019년, 2021년까지 KR5 탐사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저층충격시험지역(Benthic Impacted site, BIS)을 포함하여, KR5-A, KR5-B, Pilot 지역들과 APEI6과 

APEI9 지역에서 BC를 이용하였다(그림 2.3.4.44).

그림 2.3.4.44  대형저서동물 조사 지역 및 정점(2018~2021).

BC를 이용한 망간단괴 채집은 조사 기간 동안 총 37번에 시료를 획득하였으며, BIS 6곳, KR5-A 3곳, KR5-B 

2곳, Pilot 16곳, KOMO 3곳에서 채집하였다(표 2.3.4.4).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은 총 밀도는 4548.6개체/m2 였으며, 충격지역인 BIS 지역에서는 506.3  

개체/m2 가 채집되었고, KR5-A 지역에서는 504개체/m2, KR5-B 지역에서는 508개체/m2, Pilot 지역에서는 

2334.3개체/m2, KOMO 지역에서는 152개체/m2, APEI6 지역에서는 352개체/m2, APEI9 지역에서는 132 

개체/m2 채집되었다(그림 2.3.4.45). 분류군별로는 대부분의 정점에서 갑각류가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모류의 밀도가 높았다.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종수는 108종이었으며 

2019년이 2018년보다 많이 출현하였다(그림 2.3.4.46). 또한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모든 정점에서 

년도별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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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Longitude Latitude Area Site

2018 131°55.677’ 10°31.081’ BIS MNBC1803

2018 131°55.547’ 10°30.062’ BIS MNBC1804

2018 131°20.353’ 10°31.004’ KOMO MNBC1806

2018 131°20.004’ 10°30.005’ KOMO MNBC1807

2018 131°19.999’ 10°30.014’ KOMO MNBC1807-1

2018 131°47.473’ 10°02.368’ Pilot MNBC1808

2018 131°47.268’ 10°02.362’ Pilot MNBC1809

2018 131°45.804’ 10°02.388’ Pilot MNBC1811

2018 131°36.626’ 9°58.898’ Pilot MNBC1814

2018 131°36.134’ 9°58.902’ Pilot MNBC1815

2018 131°44.752’ 9°51.012’ Pilot MNBC1816

2018 131°44.321’ 9°51.020’ Pilot MNBC1817

2018 131°43.775’ 9°51.032’ Pilot MNBC1818

2018 131°43.283’ 9°51.021’ Pilot MNBC1819

2018 131°42.882’ 9°51.048’ Pilot MNBC1820

2018 127°05.178’ 10°24.307’ APEI9 MNBC1825

2018 127°07.297’ 10°23.416’ APEI9 MNBC1826

2018 123°19.415’ 16°38.167’ APEI6 MNBC1827

2018 123°10.421’ 16°38.148’ APEI6 MNBC1828

2018 123°11.400’ 16°36.607’ APEI6 MNBC1829

2018 123°09.267’ 16°26.624’ APEI6 MNBC1830

2019 133°01.261’ 9°50.467’ A MNBC1901

2019 133°01.030’ 9°49.139’ A MNBC1903

2019 133°00.780’ 9°47.838’ A MNBC1904

2019 131°43.527’ 9°49.700’ Pilot MNBC1906

2019 131°43.543’ 9°49.743’ Pilot MNBC1907

2019 131°42.174’ 9°49.718’ Pilot MNBC1908

2019 131°45.620’ 9°52.034’ Pilot MNBC1909

2019 131°55.520’ 10°29.086’ BIS MNBC1916

2019 130°54.125’ 11°19.751’ B MNBC1920

2019 130°54.120’ 11°21.234’ B MNBC1921

2021 131°42.284’ 9°50.065’ Pilot MNMC2103 (PC02)

2021 131°41l944’ 9°54.852’ Pilot MNMC2102 (BC03)

2021 131°19.528 10°29.894’ KOMO MNMC2106-2 (BC06)

2021 131°54.901’ 10°27.214’ BIS MNMC2108 (BC07)

2021 131°55.570’ 10°29.702’ BIS MNMC2109 (BC08)

2021 131°56.106’ 10°30.054’ BIS MNMC2110 (BC09)

표 2.3.4.4  대형저서동물 정점 정보



- 208 -

그림 2.3.4.45  조사 정정에서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2018~2021).

그림 2.3.4.46  조사 정정에서 대형저서동물 종수(2018~2019).

그림 2.3.4.47  대형저서동물 군집분석(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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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1년 KR5광구 내에서 남측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으며, BIS와 KOMO 

정점이 있는 곳에서는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2.3.4.48). 갑각류의 공간분포는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분포와 비슷하게 광구 남측에서 높았으나, 다모류의 경우, 광구 우측 지역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으며, 좌측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체동물의 경우 BIS 지역이 높게 

나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Pilot 지역과 KR5-B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2.3.4.49).

서식밀도 분포 다모류 분포

갑각류 분포 연체동물 분포

그림 2.3.4.48  대형저서동물 주요 분류군의 공간 분포(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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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서식밀도 다모류 서식밀도 갑각류 서식밀도

그림 2.3.4.49  KR5 광구내의 지역별 대형저서동물의 주요 분류군별 서식밀도 비교(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R5 광구와 보존지역(APEI)과의 평균 서식밀도를 비교해 보면, 각각 127.2 

ind./m2와 127.2ind./m2이였으며 KR5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2.3.4.50). 또한, 주요 분류군인 

다모류와 갑각류의 평균 서식밀도도 KR5가 높았으며, 특히 다모류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3.4.50  KR5와 APEI의 평균 서식밀도 비교(2018~2021).

퇴적물 표층에서의 대형저서동물 시료 채집은 KR5 광구내의 2개 정점에서 EBS(표서저층네트)를 이용하여 

채집되였다. 출현 개체수는 총 132개체였으며, MNBS1917에서 75개체, MNBS19에서 57개체가 채집되었다(표 

2.3.4.5).

No Station Date (GMT) Longitute (W) Latitute (N) Depth (m) Sample Total numbers

1 MNBS1916 3/21 11:20 131°49.624’ 10°08.856’  x

2 MNBS1917 3/21 23:40 131°55.467’ 10°24.083’ 5183 O 75

3 MNBS1919 3/25 07:02 130°54.130’ 11°15.431’ 4998 O 5

표 2.3.4.5. 퇴적물 표층 대형저서동물 채집 정보 및 채집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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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점에서의 퇴적물 표층 저서동물의 출현 분류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점에서 갑각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모류(35~39%)가 우점한 분류군이었다. 출현 분류군(종수준에서 

phylum)수는 MNBS1917에서 52 분류군, MNBS19에서 40 분류군이 출현하였다(그림 2.3.4.51).

그림 2.3.4.51  퇴적물 표층 대형저서동물의 분류군별 출현 비율.

2012~2021년 수행된 대형저서생물 서식밀도 비교

2012~2019년 사이 KR5 광구의 지열별 채집된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 서식밀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채집된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KR5 광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2.3.4.52).

그림 2.3.4.52  2012~2019년에 채집된 대형저서동물의 지역별 서식밀도.

대형저서동물 다모류의 생물다양성 연구

다모류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2개의 EBS 샘플과 9개의 BC(및 1개의 MC) 샘플에서 수행되었다(그림 

2.3.4.53, 표 2.3.4.6). 모든 샘플링 장비는mud에 서식하는 동물군을 샘플링하며, Multiple corer에서 

수집된 표본은 밀도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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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3  이전 및 현재 채집된 KODOS 사이트(빨간색 원)와, Kaplan(흰별) 및 Abyssline UK 1 

채집 사이트(녹색 원)를 보여주는 C-C 지도.

KODOS-19-01 

box cores

Section of 

KR5

Depth 

(m)

Latitude 

(off bottom)

Longitude

(off bottom)

No. of 

ind.

Area sampled 

(m2)
Ind/m2

MNBC-1901 KR5-A 5,012 9°50.483’ 133°01.252’ 2 0.25 8

MNBC-1903 KR5-A 5,018 9°49.140’ 133°01.059’ 10 0.25 40

MNBC-1904 KR5-A ~ 9°47.840’ 133°00.781’ 10 0.25 40

MNBC-1906 KR5-Pilot 5,014 9°49.699’ 131°45.000’ 16 0.25 64

MNBC-1907 KR5-Pilot 5,046 9°49.724’ 131°43.527’ 20 0.25 80

MNBC-1908 KR5-Pilot 5,100 9°49.717’ 131°42.173’ 20 0.25 80

MNBC-1909 KR5-Pilot 5,050 9°52.034’ 131°45.622’ 18 0.25 72

MNBC-1920 KR5-B 4,976 11°19.750’ 130°54.123’ 21 0.25 84

MNBC-1921 KR5-B 4,996 11°21.231’ 130°54.101’ 14 0.25 56

MNBC-1916MC KR-BIS 5,178 10°29.120’ 131°55.474’ 13 ~ ~

표 2.3.4.6 KODOS-19-01에서 수집된 다모류 개체를 포함하는 Box corer 샘플 목록, 다중 코어 샘플 

MNBC~1916도 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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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OS-19-01 표본에서 총 185개의 새로운 다모류 표본이 기록되었다. 이 중 43개는 EBS 샘플에서, 

142개는 코어링 장치에서 기록되었으며 각각 0~2㎝ 및 2~10㎝ 퇴적층에서 83개 및 59개 샘플이 

기록되었다(표 2.3.4.6). 코어 샘플러에서 이전 크루즈(KODOS 1201, 1302 및 1402) 동안 수집된 표본의 

수는 284개였으며, 새로운 총 426개는 BC 및 MC(즉, EBS 제외)에서 획득하였다(Smith and Altamira, 

2018). KODOS 19-01 크루즈 동안 총 24개의 다모류 family가 기록되었으며 18개는 EBS와 23개는 BC에서 

발견되었으며 14개 family가 두 방비에서 모두 발견되었다(표 2.3.4.7).

상자형시료채취기에서 가장 풍부한 상위 3개의 family는 심해에서 서식하는 전형적인 family였다. 

그러나 EBS 표본에서 특별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family 당 가장 많은 수의 표본인 Spionidae의 

경우 N=7, Phyllodocidae의 경우 N=5, Onuphidae 및 OphelⅡdae의 경우 N=4에 불과했다(표 2.3.4.). 

Hesionidae, OrbinⅡdae, Polynoidae, Sabellidae, Scalibregmatidae 및 Trochochaetidae 계통은 

KODOS 표본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다(표 2.3.4.7). KODOS-19-01 크루즈에서 제공한 표본 중 185개체 중 

11개체만이 형태적 특성의 손상 또는 누락으로 인해 불확실한 종이었다. 이러한 개체들은 family 수준 

분석에만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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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1201 – 
Central

1302 – 
Central

1402 – 
Central

1801~
Central

1801~
APEI6

1801-
APEI9

1901-
Central_BC

1901-
Central_EBS

Acrocirridae 1 3 10 1 0 0 2 0

Capitellidae 0 2 0 1 1 0 7 0

Cirratulidae 3 15 27 4 1 2 17 3

Flabelligeridae 1 0 1 0 0 1 1 2

Glyceridae 0 2 1 1 0 0 1 1

Goniadidae 4 8 9 5 1 5 6 0

Hesionidae 0 0 0 0 0 0 1 0

Lumbrineridae 1 1 2 0 0 1 1 0

Maldanidae 0 0 0 0 1 1 1 1

Nereididae 1 1 0 0 0 0 2 2

OphelⅡdae 0 2 4 1 0 1 7 4

OrbinⅡdae 0 0 0 0 0 0 1 1

ParalacydonⅡdae 2 5 2 4 2 0 2 1

Paraonidae 1 15 13 2 0 1 23 3

Phyllodocidae 1 6 5 2 0 3 5 5

Polynoidae 0 0 0 0 0 0 2 3

Sabellidae 0 0 0 0 0 0 9 0

Scalibregmatidae 0 0 0 0 0 0 2 0

Serpulidae 0 1 0 0 0 0 2 0

Spionidae 1 8 3 2 1 1 39 7

Syllidae 0 12 5 0 0 0 3 2

TravisⅡdae 1 2 0 1 0 0 6 2

Trochochaetidae 0 0 0 0 0 0 2 0

Euphrosinidae 0 1 3 0 0 0 0 2

Nephtyidae 0 0 0 0 0 0 0 2

Onuphidae 1 1 0 0 0 0 0 4

Trichobranchidae 0 2 0 0 0 0 0 1

Chaetopteridae 0 0 0 1 0 0 0 0

Ctenodrilidae 0 1 0 0 0 0 0 0

Dorvileidae 0 1 0 0 0 0 0 0

OwenⅡdae 0 0 0 1 0 0 0 0

Pholoidae 0 1 0 0 0 0 0 0

Sphaerodoridae 0 1 0 0 0 0 0 0

Magelonidae 2 0 0 0 0 0 0 0

Ampharetidae 0 1 0 1 1 0 0 0

Total 20 92 85 27 8 16 142 37

표 2.3.4.7  KODOS 1201, 1302, 1402,1801 및 19~01 다모류의 family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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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류는 EBS에서 29종(식별 표본 38개 기준), BC에서 68종(식별 표본 134개 기준)으로 총 91종이 

기록되었으며, 양 시료 채취기 모두 5종만 발견되었다. Spionidae, Paraonidae 및 Cirratulidae 계통은 

종 풍부도에 크게 기여했지만(S =11, 9 및 10), 풍부도는 낮지만 영향을 준 family에는 Phyllodocidae 

(S=8), OphelⅡdae(S=6)가 포함되었다. Family level에서의 Cluster analysis 결과, KODOS 중앙 지역의 

시료는 다수의 cluster를 형성했다(그림 2.3.4.54). 또한 EBS 샘플은 BC에서 샘플링한 데이터와 유사한 

family를 포함했지만(그림 2.3.4.55), 종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각 샘플링 장치에서 가장 풍부한 6종의 

구성에 대해서는 그림 2.3.4.55 참조). 퇴적물 식자인 Aurosopio dibranchiata는 BC 샘플에서 

우점하였다. Scavenger /predator인 onuphid Nothria aff. abyssia 는 EBS 샘플을 우점했으며, 이동성이 

높고 퇴적물 표층에 서식하는 종들이 채집되었다.

그림 2.3.4.54  Family 수준 다모류 데이터를 사용한 군집 분석. 크루즈 1901의 데이터는 새로 보고되었으며 

나머지 데이터는 Smith and Altamira(2018)의 이전 보고서에서 가져옴.

그림 2.3.4.55  KODOS-19-01에서 EBS(왼쪽) 및 Box cores/cores(오른쪽) 샘플러로 캡처한 

상위 6개 종의 구성.



- 216 -

지역 C-C/적도 태평양 종 풍부도 측면에서, KODOS 중앙 사이트에 대한 rarefaction 결과는 Neal 

(2011)의 분석에서 발표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ODOS 중앙이 적도 태평양의 다른 종 풍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종 풍부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2.3.4.8).

Site
Depth

(m)

Number of ind. 

(N)

Density

(ind/m–2)

Species 

richness (S)

Expected species 

richness~ES (130)

DOMES 5,100 846 72 104 54

ECHO 4,800 704 188 113 62.2 at ES(150)

PRA 4,800 1,324 331 100 47.2

EcPac 0N 4,300 291 336 73 48.2

EcPac 2N 4,400 245 240 82 57.1

EcPac 5N 4,400 240 320 76 52.4

KODOS-19-01 ~5,000 144 58 67 67.1

표 2.3.4.8  다양한 적도 태평양 및 C-C 지역에 걸친 종 풍부도 비교

9개의 박스코어 표본에서 대형저서동물 다모류의 평균 밀도는 58.2±16.4였다(표 2.3.4.8). 이 결과는 

KODOS1302 이후 가장 높은 KODOS 다모류 밀도이다(그림 2.3.4.56). 이것은 KODOS 위치에 가장 가까운 

Kaplan 사이트, 즉 Kaplan C 및 E에 근접하는 수치이다(그림 2.3.4.56).

그림 2.3.4.56  KODOS 1201, 1302, 1402, 1801, 1901의 대형저서동물 다모류 밀도 

비교(Kaplan 사이트 E, C, W 및 U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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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학적으로 종을 보정할 때에는 표본의 상태가 중요하다. 따라서 Abyssline 프로젝트 및 Polychaete 

Intercalibration Project(PIP) 마스터 목록에서와 KODOS 데이터 세트 간의 일치는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이전 KODOS 데이터 세트와 비교하여 67종 중 30종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KODOS 지역의 21종만이 

Abyssline 프로젝트와 공유되었으며 이전에 PIP 번호가 할당된 종은 7종에 불과했다.

대략 같은 수의 저서 다모류 개체가 KODOS 중앙 사이트(226개체)와 Kaplan E 및 C 사이트(각각 257개 및 

159개 개체, Table 2.3.4.2~Table 2.3.4.8)에서 종 수준으로 수집 및 확인되었다. Rarefaction 

분석(Magurran, 2004)을 기반으로 하면 KODOS 지역의 저서 다모류 family의 다양성은 Kaplan C와 W 

지역의 family 다양성과 유사하지만 Kaplan E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4.57). 그러나 

KODOS 지역의 Chao 1에서 추정된 총 저서생물 family의 수는 Kaplan 및 UK 1 지역보다 약 12과로 상당히 

적었다(그림 2.3.4.58). Chao 1은 KODOS 지역에서 약 32개의 저서 다모류 family를 추정하는데, 이는 

KODOS에서 회수된 28개의 저서 다모류 family가 KODOS 총 수의~88%를 나타낸다. Spionids, Paranoids, 

Cirratulids 및 Syllids를 포함하여 KODOS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Kaplan 사이트인 Kaplan C의 많은 

우점하는 family도 KODOS 자료에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KODOS 지역에서의 family 

구성이 Kaplan C와 유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Kaplan C와 UK 1에서 수집된 20개의 과가 KODOS 

지역에 없으며 Chrysopetalidae 및 Sabellidae 과를 포함하여 KODOS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family 수준의 차이는 표본 부족 또는 표본의 편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KODOS 지역의 모든 탐사(1201, 1302, 1402, 1801)의 종 수준에서 구분될 수 있는 120개의 다모류 개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54개의 종을 동정하였다(그림 2.3.4.59). Chao 1을 사용하여 추정된 이 집합체의 총 종 

풍부도는 약 115종(s.d. = 29)이며, 이는 이 집합체가 아직 완전히 샘플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림 2.3.4.57  KODOS 중앙 및 Kaplan 지역에서 표본 추출된 대형저서동물 다모류 군집에 

대한 family 수준의 rarefaction 다양성 곡선.



- 218 -

그림 2.3.4.58  Chao 1 분류학적 풍부도를 기반으로 KODOS Central 및 Kaplan 사이트에서 

추정된 저서 다모류 family(+ 1 s.d.) 수.

그림 2.3.4.59  KODOS 크루즈 1201, 1302, 1402 및 1801의 KODOS 지역에서 수집된 37개의 Box 

corer에서 Chao 1(+ 1 sd)을 사용하여 추정된 누적 종의 수(+ 1 sd) 및 총 종 풍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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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2012년부터 2021년 동안 저층충격 시험지역(Benthic Impacted site, BIS)을 

포함하는 KR5(KR5-A, KR5-B, BIS, KOMO, Pilot Area) 광구지역, APEI9, APEI6 에서 BC와 MC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183종이었으며, 평균 서식밀도는 257개체/m2였고, 

종 다양도 지수는 평균 2.5였다. 주요 분류군 별 대형저서동물 종수는 갑각류가 98종으로 총 출현 종수의 

5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모류 64종(35%), 연체동물 14종(8%) 순으로 나타났다.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종수와 밀도는 조사 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지역을 3 지역(보존지역, 

저층충격시험지역, 저층충격시험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대형저서동물의 종수, 개체수, 종 다양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망간의 표층 면적과 대형저서동물의 종수, 

서식밀도, 종 다양도를 비교한 결과, 망간의 표층 면적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점에서 50% 이하인 

정점보다 높은 종수와 서식밀도 종 다양도를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총 출현 개체수의 1% 이상을 차지한 

종은 총 22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갑각류 주걱벌레류에 속하는 Typhlotanais sp1.이 총 92 개체(8.0%)가 

출현하였으며, 출현 빈도율은 48.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대형저서동물의 주요 분류군(key 

taxa)으로는 갑각류의 주걱벌레류이며, 이 가운데 주요종(key species)은 출현 빈도율 30% 이상을 보이는 

주걱벌레류인 Typhlotanais sp1., Stenotanais sp., Akanthophoreus sp., 등각류인 Macrostylis sp1 

등으로 여겨진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에서는,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종수는 108종이었으며, 

KR5광구 내에서 남측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으며, BIS와 KOMO 정점이 있는 곳에서는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R5광구와 보존지역(APEI)와의 평균 서식밀도를 비교해 보면, 

각각 127.2개체/m2와 127.2개체/m2이였으며 KR5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요 분류군인 다모류와 

갑각류의 평균 서식밀도도 KR5가 높았으며, 특히 다모류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 KR5와 

보존지역(APEI)와의 지역별 서식밀도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지 않았다. 2012~2021년 사이 KR5 광구의 

지열별 채집된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 서식밀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모류의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 2019년 종 다양성은 이전 연도보다 훨씬 높은 68종의 종이 출현하였고 이 

중 26종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다모류 family의 풍부도는 C-C 및 태평양의 다른지역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DOS와 Abyssline 지역의 종 사이에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 

대략 같은 수의 저서 다모류 개체가 KODOS 중앙 사이트(226개체)와 Kaplan E 및 C 사이트(각각 257개 및 

159개 개체에서 종 수준으로 수집 및 확인되었다. Rarefaction 분석을 기반으로 하면 KODOS 지역의 저서 

다모류 family의 다양성은 Kaplan C와 W 지역의 family 다양성과 유사하지만 Kaplan E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4.2.3.3. 중형저서생물의 다양성

연구 대상해역인 C-C는 197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육상광물을 대신할 수 있는 해양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해역으로, 해양개발 선진국들은 망간단괴를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Glover and Smith, 2003). 이와 

함께 채광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도 함께 수반되어 진행되고 있다(Sharma et al., 

2001, Glover and Smith, 2003, Van Dover, 2011).

지금까지 개발된 채광 방식은 심해 해저면 표층 0~5㎝ 이내에 주로 서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Thiel, 1992), Chung et al.(2002)은 이러한 채광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① 단괴 채집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채집기 이동흔적(트랙)이 생기게 되며 

이동지역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들은 으스러지거나 풀룸(plume)과 함께 떠내려가게되며, ② 채광기 이동과 

채광활동으로 발생한 퇴적물 풀룸이 재퇴적되면서 재퇴적된 장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은 매장되거나 

질식되어 죽게 괼 것이고, ③ 채광영향으로 사망 또는 제거된 생물을 섭식하는 상위 먹이단계의 포식종 

역시 먹이생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게 됨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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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의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 대상 생물은 심해 해저면 표면 혹은 퇴적물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생물인데, 본 연구의 대상생물인 심해 퇴적물 틈에서 서식하는 간극생물 즉, 

중형저서생물은 대형저서생물에 비해 수심의 증가에 따른 생물량 감소 기울기가 두 배 이상 완만한 

편으로(Thiel, 1983, Thistle, 2001), 크기가 매우 작고, 단위 체중당 생리활성이 높으며, 생산량도 크기 

때문에 심해 생태계에서의 그 역할과 중요성이 대형저서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Tietjen, 

1971, Giere, 2009). 

이러한 심해에서의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형저서생물은 심해환경 연구에서도 인위적 교란을 지시할 수 

있는 환경지시자로서 이용되어져 왔는데, 서식처의 직접적인 유실(파괴) 또는 소멸 등을 동반하는 이러한 

인위적 교란에는 육상이나 연안지역과 비교해서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장기간 영향력이 지속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Raghukumar et al., 2001, Schratzberger and Jennings, 2002, Miljutin et al., 

2011). 

인위적 교란 후 중형저서동물의 회복에 관한 연구는 Miljutin et al.(2011)의 C-C 지역에서 교란이 있은 

뒤 26년 후 변동을 파악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Vopel and Thiel(2001)의 동적도 부근의 태평양 심해에서 

교란이 있은 뒤 7년 후 변동 파악 연구, Raghukumar et al.(2001), Ingore et al.(2005)의 인도양 

중앙분지에서 해저면에 모사채광교란기를 이용하여 트랙을 만들어 퇴적물 교란을 일으키고 인근 주변과 

비교하여 교란의 영향과 회복을 고찰한 연구, Ahnert and Schriever(2001)의 페루분지에서 저서성 요각류의 

변동을 파악하는 연구, Radziejewska(2002)의 C-C 내에서 교란 후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양 심해역에서의 중형저서동물 교란 관련 선행 연구 결과와 최근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환경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채광시 발생할 수 있는 교란에 대한 영향 

규모를 예측하고 환경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층환경충격시험(BIE, benthic impact 

experiment)이전 대상지역의 중형저서생물 군집 분포 특성에 대한 충분하고 대표성이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ISA, 2011, Chung et al., 2002). 

지금까지 알려진 심해에서의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는 100개체/10㎠~1,000개체/10㎠로 알려져 있고, 

수심 6,000m 이하의 초심해저 지역에서는 10개체/10㎠~100개체/10㎠로 낮은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iel, 1983, Shirayama, 1983, 1984a, 1984b, Tietjen, 1992, Soltwedel, 2000, Gambi and Danovaro, 

2006, MokievskⅡ et al., 2007).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지역인 KODOS(Korea Deep Ocean Study) 해역에서의 광구개발시 장ㆍ단기적 교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대상지역 및 대조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료의 반복수를 늘려 자료의 정밀성을 

높이고, 좀 더 대표성 있는 서식 현존량과 군집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저서생물 분포 특성 및 

다양성 자료 확보를 통한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개발권 획득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

가) 1998~2005년 수행된 중형저서생물 연구결과: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KODOS 연구 지역 내 

131.5°W 선상에서 5°~17°N 라인 및 10.5°N 선상에서 128°~136°W 라인으로 중형저서생물의 위ㆍ경도

별 분포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2.3.4.60). 조사 해역 내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Nematodes)였으며, 선충류와 저서유공충류, 저서성 요각류의 세 분류군이 전체 조

성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크기별로는 32㎛~250㎛의 상대적으로 연안에 비해 작은 크기의 

중형저서생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9개의 중형저서생물그룹이 출현하였으며, 서식밀도는 135°W에서 최대

값인 276개체/10㎠를 나타내었으며, 134°W에서 최소값인 70개체/10㎠를 나타내었다. 특히 경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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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쪽에서 개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3.4.61). 

위도별 분포에서는, 총 10개의 중형저서생물 그룹이 출현하였으며, 모든 위도에서 선충류가 

우점하였다. 서식밀도는 조사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2.3.4.62). 2003년 

조사에서는 저위도(5°~7°N)에서 서식밀도가 높고, 고위도(14°~17°N)에서 서식밀도가 낮았으나(7°N 

에서 최대값(147개체/10㎠), 14°N에서 최소값(6개체/10㎠), 2005년 조사에서는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0°N에서 최대값(152개체/10㎠), 0°(적도)에서 

최소값(22개체/10㎠). 

그림 2.3.4.60  1998~2005년 북동태평양 C-C에서의 중형저서생물 조사 정점 위치.

그림 2.3.4.61  경도별 중형저서생물의 출현개체수와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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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2  위도별 중형저서생물의 출현개체수와 조성비.

나) 2006~2007년 수행된 중형저서생물 연구결과: KODOS 연구 해역 내 KR5 해역을 중심으로 KR7 해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 생물상, 생체량, 수직적인 분포특성 등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2.3.4.63, 그림 2.3.4.65). 모두 총 8개의 중형저서생물 

그룹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분류군 수는 2003년, 2004년, 2005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선충류가 

모든 정점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는데, 정점별로 65~89%의 우점율을 보였으며, 저서성 

요각류는 5~29%의 조성비를, 저서유공충류는 2~11%의 조성비를 나타냈다(그림 2.3.4.64). KR7 해역의 

정점 MC 06-01-05에서 평균 29 개체/10㎠로 최대값을 나타내고, KR5 해역에서는 정점 MC 06-01-14와 

15에서 각각 평균 5 개체/10㎠, 9 개체/10㎠의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생체량의 분포는 서식밀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동일한 해역에서 행해진 2003년, 2004년, 2005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2006~2007년의 중형저서생물 서식밀도 및 생체량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2.3.4.66).

그림 2.3.4.63  2006년 중형저서생물 분석을 위한 KR5 및 KR7에서의 채집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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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4  2006년 정점별 주요 중형저서생물 그룹별 조성비.

그림 2.3.4.65  2007년 중형저서생물 분석을 위한 KR5에서의 채집 정점도.

그림 2.3.4.66  2007년 각 정점별 전체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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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2014년 수행된 중형저서생물 연구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C-C지역 내의 여러 광구 

후보구역 중 KR5 광구 안에 위치한 저층충격시험 후보해역인 BIS와 인근 비슷한 수심대와 지형특성을 

가지는 대조구 지역인 KOMO해역에서 중형저서생물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2.3.4.67). 모두 14개의 

중형저서생물 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BIS지역과 KOMO 지역에서 비슷한 출현 분류군 수를 보였다. 

중형저서생물의 전체 서식밀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역에서 정점별 평균 4.0~150.7개체/10㎠의 

서식밀도 범위를 나타냈으며(그림 2.3.4.68), 총 평균 서식밀도는 40.2±27.1개체/10㎠의 값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군집구조 비교에서는 

정점간의 유사도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적인 차이를 두고 BIS 해역과 KOMO 해역의 골(Trough)과 

마루(Ridge) 및 경사해역을 구분하여 배열한 결과, 대체적으로 골에 위치한 정점의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마루 및 경사면에 위치한 정점들이 골에 위치한 정점과는 유사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2.3.4.67  2008~2014년 중형저서생물 조사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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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8  2008~2014년 각 조사해역별 중형저서생물 주요 인자의 등분포도.

2018~2021년 수행된 중형저서생물 연구 결과

북동태평양 망간단괴 광구해역 환경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형저서생물 연구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선행 연구를 통해 축적한 C-C내 심해 저서에 서식하는 

중형저서생물 그룹에 대한 분포특성 및 군집구조 등에 대한 자료들의 보완을 통하여 광구개발 시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지침 등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2018~2019년: 2018년 조사에서는 주요 연구지역인 KR5 내 KOMO 지역에서 2정점, 국제해저기구에서 

지정한 특별환경관심구역인 APEI6에서 4정점 및 APEI9에서 2정점으로 총 8정점에서 채집이 

이루어졌다(그림 2.3.4.69). 출현한 중형저서생물 분류군은 선형동물(Nematodes), 저서성요각류 

(Harpacticoids), 저서유공충류(Sarcomastigophorans), 다모류(Polychaetes), 갑각류 유생(Nauplius), 

동문동물(Kinorhynchs), 섬모충류(Ciliophorans), 등각류(Isopods)로, 각 정점별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의 생물군이 출현하였다. 각 정점에서 출현한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는 퇴적물 10㎠당 

6개체~25개체였으며, 전체 서식밀도의 경우 연구지역에서 진행된 이전의 탐사 연구결과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나, 선형동물의 군집조성비는 이전 연구결과(47~93%)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KOMO 해역과 APEI9 및 APEI6 해역에서의 서식밀도는 정점에 따라 그리고 해역에 따라 편차가 큰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저서성요각류의 경우 KOMO 해역의 정점 MNBC1807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결과들과 비교 시 전 정점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나, APEI9 해역에서는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3.4.7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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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점별 전체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분포는 선충류 서식밀도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어 

선충류에 따라 전체 서식밀도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집 유사도 분석에서는 KOMO 지역과 

APEI해역 조사 정점간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명확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그림 2.3.4.74). 

그림 2.3.4.69  2018년의 중형저서생물 조사 정점도(KOMO, APEI9, -6).

그림 2.3.4.70  2018년의 각 정점별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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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1  2018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선형동물의 서식밀도 비교.

그림 2.3.4.72  2018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의 서식밀도 비교.

그림 2.3.4.73  2018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 유공충류의 서식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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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4  2018년 각 정점별 중형저서생물 군집 유사도 분석(Bray Curtis similarity).

2019년 조사에서는 KR5 내 비교연구 지역인 KR5-A의 3정점, KR5-B의 1정점에서 채집이 이루어졌다(그림 

2.3.4.75). 분석 결과, 출현한 중형저서생물 분류군은 선형동물(Nematodes), 저서유공충류 

(Sarcomastigophorans), 저서성요각류(Harpacticoids), 갑각류유생(Nauplius), 다모류(Polychaetes), 패충류 

(Ostracods), 완보동물(Tardigrades), 동문동물(Kinorhynchs), 복족류 (Gastropods) 였으며, 많게는 9개의 

생물군이 출현하였다. 각 정점간에 군집조성비는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었으나 KR5-A 해역의 MNMC1904 

정점은 타 정점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정점은 KR5-A 해역의 

MNMC1904 정점이었으며, 서식밀도가 가장 낮은 정점은 KR5-A 해역의 MNMC1901 정점이었다(그림 

2.3.4.76~2.3.4.79). 

그림 2.3.4.75  2019년 중형저서생물 채집을 위한 조사해역 및 Multiple Corer 채집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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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6  2019년의 각 정점별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그림 2.3.4.77  2019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선형동물의 서식밀도 비교.

그림 2.3.4.78  2019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 유공충류의 서식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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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9  2018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의 서식밀도 비교.

2019년 연구에서는 군집구조 분석 결과 KR5-A와 KR5-B 지역간에 그리고 각 정점간에 중형저서생물의 

군집구조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3.4.80). 

그림 2.3.4.80  2019년의 중형저서생물 군집 유사도 분석.

나) 2021년 연구결과: 2021년 조사에서는 그동안 본 과제에서 축적해온 중형저서생물 연구자료 

가운데 분석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되는 KR5 지역 내 환경연구 보존지역(KOMO)에 

선정된 4개 정점에서 수행되었으며, 표층퇴적물을 교란시키지 않고 심해 주상퇴적물을 채집할 수 

있는 MC를 이용하여 시료채집을 실시하였다(그림 2.3.4.81, 표 2.3.4.9). 

MC에 채집된 코어 중에 표층이 교란되지 않은 4개의 코어를 선택하여 3개의 코어에서는 각각 직경 3.6㎝ 

크기의 아크릴 코어러(sub corer)를 이용해 매 정점마다 3개의 정량분석용 부시료를 얻었으며, 나머지 

1개의 코어에서는 상층 약 5㎝ 깊이의 퇴적물을 비닐팩에 담아 매 정점마다 1개의 정성분석용 시료를 

확보하였다. 모든 부시료의 채취는 먼저 표층에 망간단괴가 있을 경우, 대형핀셋을 이용하여 표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망간단괴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처리하였으며, 건져낸 망간단괴의 표면에 붙어있는 

퇴적물은 여과해수(filtered seawater)로 씻어내어 표층 퇴적물 샘플과 합하여 함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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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정량분석용 부시료는 중형저서동물의 수직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층에서 3㎝ 까지는 

0.5㎝ 간격으로 절단을 하였고, 이하의 시료 중 7㎝ 까지는 1㎝ 간격으로 절단하여 분별 처리하였다. 

각각의 층으로 절단한 퇴적물 시료들은 로즈벵갈 염색제를 혼합한 5%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50㎖ 원뿔형 튜브(Conical Tube, PP)에 담아 보관하였다. 또한 정성분석용 시료는 주요 우점 분류군의 

영구슬라이드 제작과 종 동정 및 유전자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80℃에서 급속 냉동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연구실에서 Ludox HS-40 용액을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함으로써 퇴적물 내에서 

중형저서동물을 분리하였으며, 퇴적물로부터 분리된 중형저서생물은 크기별 체(1㎜, 500㎛, 250㎛, 

125㎛, 63㎛, 37㎛)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하고, 각 크기별로 구분된 시료는 쌍안 실체현미경과 

고배율 광학현미경 하에서 동정을 하여 중형저서동물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Station No.
Position of bottom touch Depth 

(m)

Number of Sample

Latitude (N) Longitude (W) Quatitative Qualitative

KOMO

MNMC2104 10°29.019’ 131°19.597’ 5,054 3 (10㎝3x7㎝) 1 Pack)

MNMC2105 10°29.397’ 131°20.002’ 5,046 3 (10㎝3x7㎝) 1 (Pack)

MNMC2106-1 10°30.023’ 131°20.007’ 5,066 3 (10㎝3x7㎝) 1 (Pack)

MNMC2107 10°30.639’ 131°19.632’ 5,049 3 (10㎝3x7㎝) 1 (Pack)

표 2.3.4.9  2021년 중형저서생물 시료 채집 정점 및 현황

2021년 수행된 연구에서 KOMO 지역의 각 정점에 출현한 중형저서생물 분류군은 선형동물(Nematodes), 

저서유공충류(Sarcomastigophorans), 저서성요각류(Harpacticoids), 다모류(Polychaetes), 갑각류유생 

(Nauplius), 동문동물(Kinorhynchs), 섬모충류(Ciliophorans), 완보동물(Tardigrades), 패충류 (Ostr 

-acods), 등각류(Isopods)로서 총 10개의 생물군이 출현하여, 2018년의 APEI 해역과 2019년의 KR-A, B 

해역에 비해 KOMO 해역이 좀 더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한다. 

출현생물군의 조성비는 선형동물의 경우 47~92%, 저서유공충류는 0~23%, 저서성요각류는 1~14%, 다모류는 

0~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우점순위는 선형동물 ＞ 저서유공충류 ＞ 저서성요각류 ＞ 다모류 

순이었다. 

각 정점에서 출현한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는 퇴적물 10㎠당 32~75개체였으며, 전체 서식밀도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탐사 연구결과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서식밀도가 가장 높았던 MNMC2107 정점은 가장 높은 선충류 서식밀도를 보였으나, 그 외의 우점 

분류군들이 타 정점에 비해 낮은 서식밀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3.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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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1  2021년 KOMO 해역에서 수행된 중형저서생물 시료 채집 정점도.

각 정점별 전체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분포는 선충류 서식밀도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어 

선충류에 따라 전체 서식밀도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3.4.82, 2.3.4.83). MNMC2104 정점은 

선충류를 제외한 우점 분류군(저서유공충류, 저서성요각류) 에서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3.4.84, 2.3.4.85) 

그림 2.3.4.82  2021년의 각 정점별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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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3  2021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선형동물의 각 정점별 서식밀도 비교.

그림 2.3.4.84  2021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 유공충류의 각 정점별 서식밀도 비교.

그림 2.3.4.85  2021년의 탐사에서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의 각 정점별 서식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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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6  2021년의 각 정점별 중형저서생물 군집 유사도 분석.

각 정점별 군집구조 분석에서는 정점 위치상 가장 깊은 골(Trough)에 위치한 MNMC2107과 MNMC2014 

정점이 85% 이상의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4.86). 

중형저서생물 종 다양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발광구 해역의 필수요건 자료 중 하나인 저서생물 다양성 자료 획득을 위해 

중형저서생물 중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인 선형동물을 대상으로 형태분류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여 

다양성 자료를 확보하였다. 

가) 2018~2019년 유전자 분석 결과: 2018년 확보한 시료 중 저층충격시험지역(BIS) 정점에 해당되는 

냉동된 정성시료(MNMC1804)에서 선형동물 생시료를 추출하여 3종의 선형동물을 형태 동정 후 DN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유전자분석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광구 해역 정점 중 

선형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높았던 2012년도 MC120109 정점에서 선형동물 생시료를 선별하여 

형태 동정 후 총 7종의 선형동물에 대해 유전정보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중형저서생물에 대한 종 동정 및 유전자 정보 확보를 위해 냉동된 정성시료(MNMC1901, MNMC1903, 

MNMC1904, MNMC1918, MNMC1920)에서 선형동물 생시료 총 95개체를 추출하여 형태 동정 후 DNA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전자 분석과정에서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의한 증폭을 위해 Taq polymerase로서 

아래와 같이 Dr.mAX DNA Polymerase(Doctor protein, cat.no.:DR00302)를 사용하였다. 

5 ㎕ 10X reaction buffer 

2.5~10 ㎕ GC Solution

5㎕ dNTPmixture (2㎜ each)

1pg~1μg Template DNA 

0.5 ㎕ Dr.MAX DNA Polymerase(5U/㎕)

up to 50 μl Distilled water

     PCR 실행시, 아래의 조건하에서 reaction cycle을 실시하여 증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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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denaturation 95℃ 5min

Denaturation 95℃ 30sec

(35 cycles)Primer annealing 56℃ 30sec

Extension 72℃ 2min

Final extension 72℃ 10min

PCR 결과 gene fragment의 증폭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영동으로 DNA 밴드를 확인하여 증폭여부를 

판별하고 PCR에 의한 증폭이 확인되면 PCR product purification을 위해 Multiscreen filter 

plate(Millipore Corp.)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결정은 BigDye(R)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sequencing을 한 후, DNA 염기서열 결정을 위해 

sequencer로 ABI PRISM 3730XL Analyzer(96 capillary type)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에는 4종의 염기서열을 획득하였으며,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query로 염기서열을 판독한 결과 이들 4종은 선형동물문의microlaimidae과에 속하는 

종인microlaimus cyatholaimoides와 Prodesmodora circulata, Cyatholaimidae과에 속하는 종인 

Longicyatholaimus egregius, Trischistomatidae과에 속하는 종인 Trischistoma corticulensis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들 4종의 선형동물에 대한 유전정보를 확보하였다(그림 2.3.4.87~2.3.4.90). 

2019년에는 출한 선형동물 95개체를 형태분석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선형동물 26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으며(그림 2.3.4.91), 염기서열이 확보된 선형동물 26종 중 

NCBI에서 query로 염기서열을 판독한 결과 정점 MNMC1904에서 Phanodermopsis sp., Acantholaimus 

sp., Aphelenchus sp. Sabatieria sp., Phanoderma sp., Enoplolaimus sp., Nippostrongylus sp. 의 

7종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그림 2.3.4.92), 정점 MNMC1904에서 15종과 정점 MNMC1920에서 4종까지 

총 19종은 신종 가능성이 높은 unknown 선형동물의 유전정보이었다(그림 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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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7  선형동물문의 Microlaimidae과에 속하는 종인 

Microlaimus cyatholaimo ides의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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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8  선형동물문의 Microlaimidae과에 속하는 종인 

Prodesmodora circulata의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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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9  Cyatholaimidae과에 속하는 종인 

Longicyatholaimus egregius의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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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0  Trischistomatidae과에 속하는 종인

Trischistoma corticulensis의 유전정보.

그림 2.3.4.91  2019년 선형동물 유전자 분석 시 확인된 전기영동 및 Sequenc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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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2  NCBI blast를 통해 확인된 선형동물 7종(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Phanodermopsis sp., Acantholaimus sp., Aphelenchus sp. Sabatieria sp., Phanoderma sp., 

Enoplolaimus sp., Nippostrongylus sp.). 

그림 2.3.4.93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19종의 unknown 선형동물.

나) 2021년 유전자 분석 결과분석: 2021년에 중형저서생물에 대한 종 동정 및 유전자 정보 확보를 

위해 환경연구 보존지역(KOMO)에서 채취 후 –80℃로 급속 냉동된 정성시료(MNMC2104, MNMC2105, 

MNMC2106, MNMC2107) 퇴적물로부터 선형동물 생시료 17개체를 추출하여 형태 동정 후 DN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전자분석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KR5 해역 내 정점 중 선형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높았던 2012년도의 MC120102 및 MC120109 정점에서 선형동물 생시료 총 

53개체를 선별 추출하여 형태 동정 후 DNA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개체를 멸균처리하고 QIAamp tissue kit(QIAGEN Inc.)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PCR을 통해 gene fragment를 증폭하였다. 증폭한 후에는 전기영동으로 DNA 밴드를 확인하여 

증폭여부를 판별하고 PCR에 의한 증폭이 확인되면 PCR product purification을 수행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결정은 BigDye (R)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sequencing을 한 후, DNA 염기서열 결정을 위해 sequencer로 ABI PRISM 3730XL Analyzer(96 capillary 

type)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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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동물 총 70개체에 대한 분석결과, 정점 MC120109 및 MC120102에서 총 4종의 유전자 정보를 

획득하였다(그림 2.3.4.94). 염기서열이 확보된 선형동물 4종 중 NCBI에서 query로 염기서열을 판독한 

결과 정점MC120109에서 확보한 선형동물 1종이 Thoracostomopsidae과에 속하는 종인 Thoracostomopsis 

sp.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그림 2.3.4.95), 정점 MC120102의 1종과 정점 MC120109의 2종까지 총 

3종은 신종 가능성이 높은 unknown 선형동물의 유전정보이었다(그림 2.3.4.96). 

그림 2.3.4.94  2021년 선형동물 유전자 분석 시 확인된 Sequenc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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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5  Thoracostomopsidae과에 속하는 종인 Thoracostomopsis sp.의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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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6  유전정보가 확보된 선형동물의 현미경 촬영 사진 (위쪽은 

Thoracostomopsis sp., 아래쪽은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3종의 unknown 선형동물).

요약 

KR5 광구 내 저서생물 중 심해환경 연구에서 인위적 교란을 지시할 수 있는 환경지시자인 중형저서생물의 

자연 분포 범위를 산정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축적한 자료의 보완을 

위해 2018년부터 20212년까지 탐사를 통해 광구 내 서식 현존량 및 다양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군집 공간 분포도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기반 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히, 탐사 광구 내 

중형저서동물 군집은 BIS과 KOMO의 군집구조가 Bray-curtis 유사도지수에서 85% 이상의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광구 내 가장 우점하는 중형저서생물 그룹은 선형동물, 

저서성요각류, 저서유공충류, 갑각류유생 순이었고, BIS와 KOMO에서 중형저서생물의 현존량 및 각 우점 

그룹의 수평 분포 특성은 Trough 안쪽에 집중 분포하며 Ridge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지형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탐사광구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우점종인 선형동물의 다양성 

자료 확보를 위해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여, 2018년 4종, 2019년 26종, 2021년 4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다.

2.3.4.2.3.4. 생물교란

혼합율 계산(210Pb activity)

반감기가 22.3년인 210Pb은 자연 방사능 원소인 238U 계열에 속하는 원소로서, 최근 100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퇴적 속도를 구하는데 적합하다. 해양 퇴적물 내 210Pb은 모핵종 226Ra에서 붕괴되어 나오는 

양보다 더 많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 210Pb(210Pbex)라고 칭한다. 초과 210Pb의 공급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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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부터의 공급, 강물에 의한 유입, 용존 210Pb의 부유물질로의 흡착 후 퇴적 등이 있다(DeMaster, et 

al., 1982). 210Pb은 친입자성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체와 무기입자들에 쉽게 붙들려 해수로부터 

퇴적물로 이동된다. 수층에서는 이러한 제거기작에 의해 210Pb의 체류시간이 매우 짧으며, 226Ra의 

붕괴로부터 생성되는 210Pb(supported 210Pb)에 첨가되어 퇴적물에는 과량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과량의 210Pb은 퇴적물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물리적인 혼합과 

생물 교란작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북동태평양 퇴적물 시료에서 210Pb을 이용하여 

심해저 탐사구역의 혼합률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총 210Pb과  지지 210Pb으로부터 과량의 210Pb을 구한 뒤, DeMaster, et al.(198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퇴적물의 혼합계수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저의 퇴적물은 상층부에 생물작용에 의한 혼합층과 

생물 혼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층 퇴적물로 나누어질 수 있다(Gol㏈erg and Koide, 1962). 퇴적물의 

혼합계수는 퇴적물 내에서 일어나는 'eddy diffusion coefficient'와 상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퇴적물의 혼합, 확산 또는 다른 화학적 반응 및 퇴적현상이 고려된 경우의 퇴적물 내 추적자 

분포는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는

 



′

 
′

 ′                                        (1)

 ≤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각항은 다음과 같다.

 ′ = total activity of the radionuclide (dpm/g sediment)
 = depth in the sediment(㎝)

L = depth of the mixed layer(㎝)

㏈ = particle mixing coefficient(㎝2/yr)

S = sediment accumulation rate(㎝/yr)

 = decay constant of the radionuclide(yr-1)

P = production rate of the radionuclide from the in situ decay 

    of its parent(dpm/gㆍyr)

R = rate at which the radionuclide is removed from the sediment 

    by dissolution(dpm/㎝3 yr)

 = dry bulk density of the sediment in themixed layer(g dry sediment/㎝3 wet sediment)

여기서 퇴적속도(S), 방사능 핵종의 생성속도(P), 퇴적물의 밀도() 및 혼합층 내에서의 혼합속도

(㏈)는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극 해역이나 적도 태평양에서의 용해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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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식 (2)를 풀면 해는 

     (3) 

이 된다.

여기서  A는 과량의 210Pb의 활동도 ′이며, C, F, α, β는 상수이다. 

경계조건으로는 

Χ = 0 일 때, A = A0

Χ = L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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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따라서 각 상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식(2)는 

  
exp  

  
    (4)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ln 

  
  ln (5)

로 퇴적물 깊이에 따른 과량의 210Pb의 활동도의 자연대수와 깊이 간에는 서로 직선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기울기는 퇴적물의 퇴적속도와 혼합율 및 210Pb의 붕괴상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과량의 210Pb 활동도의 

자연대수와 퇴적물 깊이와의 상관관계에서의 기울기를 t라 하면,

 

  
 이며,

따라서 퇴적물의 혼합율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적률을 1 × 10-3㎝/yr로 가정하였고, 210Pb의 붕괴상수는 반감기가 22.3년이므로 

0.0311 yr-1이 된다.

결과

가) BC08-01-04: 북부지역의 KR2 지역에서 채취한 BC08-01-04 주상시료는 육안관찰 결과 전체적으로 

갈색(10YR4/3)의 Unit1 퇴적물로 구성된다. 210Pbex는 10㎝에서 61.8dpm/g으로 나타났으며 깊어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40㎝에서는 37.3dpm/g으로 나타난다(Table 2.3.4.2-2.3.4.10).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직분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활발한 혼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어의 전체적인 혼합률은 

81.7㎝2/yr로 나타난다(그림 2.3.4.97).

나) BC08-02-02: 표층 8㎝까지는 함수량이 높은 갈색(10YR4/3)의 Unit1 퇴적물이 분포하고 그 

이하부터 32㎝까지는 암갈색(10YR3/3)의 Unit3 퇴적물이 분포한다. 하부의 Unit3 내에는 밝은 

갈색(10YR6/6)의 Unit2 퇴적물과 상부 Unit1 퇴적물이 섞여서 채워져 있는 구혈구조가 잘 발달하고 

있다. 210Pbex 값은 표층에서 34.7 dp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부 Unit1 층의 경계부인 

5-10㎝까지 16-18 dpm/g으로 점차 감소한다(표 2.3.4.10, 그림 2.3.4.97). 그러나 Unit3 층이 

나타나는 10㎝ 이하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26㎝에서는 1.8dpm/g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표층 Unit1 층에서는 퇴적물이 비교적 잘 혼합이 되었고 하부 Unit3 층에서는 혼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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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어의 전체적인 혼합률은 2.0㎝2/yr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다) BC08-02-06: 0~8㎝까지 갈색(10YR4/3)의 Unit1이 나타나고 하부 41㎝까지는 갈노란색 

(10YR6/6)의 Unit2 퇴적물이 분포한다. Unit2 내부에는 상부 Unit1 퇴적물로 채워진 소규모의 

구혈구조가 잘 발달하고 있다. 210Pbex 값은 표층에서 103.2dpm/g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Unit2가 

나타나는 10~41㎝ 깊이까지는 19.8~29.1dpm/g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표 2.3.4.10, 그림 

2.3.4.97). 전체적인 혼합률은 29.8㎝2/yr이며, 최소 하부 40㎝ 정도 깊이까지 혼합이 잘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BC08-02-13: 표층 0~7㎝ 구간에는 갈색(10YR4/3)의 Unit1이 나타나고, 7~20㎝ 구간에는 

갈노란색(10YR6/6)의 Unit2 퇴적물이 분포한다. 20~30㎝ 구간에는 매우 어두운 갈색 (10YR2/2)의 

Unit3층이 분포한다. 210Pbex 값은 Unit1이 분포하는 0~7㎝ 구간에서 28.4~33.0 dpm/g, Unit2가 

분포하는 7~20㎝ 구간은 10.1~13.8dpm/g, 그리고 Unit3이 분포하는 20~30㎝ 구간에서는 3.8~9.0 

dpm/g로 측정되었다(표 2.3.410, 그림 2.3.4.97).

BC08-02-13 주상시료의 특징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210Pbex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내며, 

동일 암상 내에서는 값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혼합률은 4.9㎝2/yr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각 Unit 내 210Pbex 값의 변화가 적은 점은 Unit 별 퇴적층 내 혼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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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epth

(㎝)

210Pb 

(dpm/g)

226Ra

(dpm/g)

210Pbex

(dpm/g)

BC08-01-04

10~11 94.2±1.8 32.4±0.4 61.8±1.2

20~21 87.6±2.4 32.4±0.6 55.2±2.5

30~31 75.0±1.2 39.1±0.2 35.9±1.2

40~41 61.8±1.8 24.5±0.5 37.3±1.9

BC08-02-02

1~2 62.4±1.8 27.7±0.5 34.7±1.9

5~6 46.8±1.8 28.8±0.6 18.0±1.9

10~11 31.2±1.2 14.4±0.6 16.8±1.3

15~16 10.8±0.6 4.8±0.3 6.0±0.7

20~21 6.0±1.2 3.0±0.6 3.0±1.3

25~26 3.6±1.2 1.8±0.6 1.8±1.3

BC08-02-06

1~2 130.8±2.4 27.6±0.6 103.2±2.5

10~11 61.8±1.8 32.7±0.4 29.1±1.8

20~21 70.2±3.0 50.4±1.2 19.8±3.2

30~31 49.8±1.8 25.8±0.6 24.0±1.9

40~41 49.8±1.2 27.1±0.3 22.7±1.2

BC08-02-13

1~2 66.6±3.0 33.6±1.2 33.0±3.2

5~6 60.6±1.8 32.2±0.5 28.4±1.9

7~8 36.6±1.2 24.2±0.2 12.4±1.2

10~11 36.0±1.8 22.2±0.6 13.8±1.9

15~16 25.8±1.2 15.7±0.5 10.1±1.3

20~21 17.4±1.2 8.4±0.5 9.0±1.3

25~26 8.4±0.6 4.6±0.2 3.8±0.6

표 2.3.4.10  연구지역 심해퇴적물의 226Ra, 210Pb 측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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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7  대표 주상시료의 210Pb 활동도 수직분포.

요약

가)인근 지역 및 다른 시료와의 비교 고찰: 연구지역 표층 퇴적물의 총 210Pb 활동도는 62.4~130.8 

dpm/g으로 인근지역에서 관찰된 결과(60~100dpm/g(Gol㏈erg and Koide, 1962), 60~80dpm/g 

(Cochran, 1985)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값을 보인다. 210Pbex의 자료를 이용한 퇴적물 혼합률은 각 

정점에 따라 그 변화가 매우 크며, 한 정점에서도 깊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지역 퇴적물 

시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 중의 하나인 BC08-02-06의 시료는 함수율이 매우 높고 전단강도가 

약한 특징을 보인다. 절개 시료에서도 생물교란의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210Pbex 결과 또한 

획득된 시료의 전 깊이에서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지시하고 있다. BC08-02-02는 전단강도가 큰 

것으로 알려진 Unit3 퇴적물로, 간혹 Unit2 퇴적물로 채워진 구혈구조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생물교란의 흔적이 적은 편이다. 210Pbex 분석결과 이 주상시료는 매우 낮은 혼합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 해역 내 퇴적물의 혼합률이 생물교란작용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시한다.

2007년과 2008년에 측정된 혼합률 자료에 따라 연구지역 주상시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주상시료 내 암상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첫 번째 유형은 Unit1과 Unit2가 상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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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주상시료로써 BC07-01-32와 BC08-02-06 주상시료가 이에 해당한다. 이 들 주상시료는 

함수율이 매우 높고 전단강도가 약하며, 하부에 놓이는 Unit2에서 생물교란흔적이 잘 관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210Pbex가 표층부터 하부까지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여주며, 수직 혼합이 잘 일어난 

주상시료 들로 해석된다. 두 번째 유형은 Unit1과 Unit3이 상하부에 놓이는 유형으로 BC07-02-07과 

BC08-02-02 주상시료가 해당된다. 이들 주상시료 내 Unit3는 전단강도가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료들은 210Pbex가 하부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표층부터 하부까지 

혼합작용이 약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유형은 Unit1, Unit2, Unit3이 차례로 놓이는 

경우로써 BC07-01-01과 BC08-02-13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210Pbex는 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같은 암상 내의 210Pbex 값은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시료는 같은 

Unit 내에서는 혼합이 잘 이루어졌지만 다른 Unit에서는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4.2.3.5. 저서미생물의 다양성

현재까지 국내의 심해저 생태계 연구로는 1995년 이래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심해연구과제(KODOS, 

Korea Deep Ocean Study) 중 환경기초연구의 결과로서 보고된, Choi(1996)와 Kim(1997)에 의한 대형 및 

중형 저서동물의 저층에서의 분포양상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현 외(1997)의 

수층 미생물 생산력 및 생장제한 요인에 관한 연구와 ATP를 통한 미생물 생체량 및 분포양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채광 후 잔사가 수층으로 배출 될 경우, 수층 미생물에게 주는 충격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Hyun, 2006). 하지만 채광 후 즉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퇴적물 환경 내에서 생지화학적 

물질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생물 서식 환경이나 그 군집구조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동적도 태평양의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 예정지역의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향후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해저 환경에 대한 인위적 환경영향 평가하기 위한 자료 획득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2009년 여름, 우리나라 광구지역 KR5의 장기모니터링 지점인 KODOS09-BC#4 지역에서 박스코어러를 

이용하여 심해 퇴적물을 채취하였으며, 갑판에서 플라스틱 박스코어를 이용하여 서브코어링을 실시하여 

냉장 보관하여 운반하였다(그림 2.3.4.98). 운반된 퇴적물은 교란에 주의하여 상부 덮개를 제거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망간단괴 시료와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망간단괴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수층에 

노출된 망간단괴 상부인 수성기원 부분(1), 망간단괴 중심부(2), 퇴적물에 직접 맞닿은 망간단괴의 

하부인 속성 기원 부분(3)으로 나누어 각각 채취하였다. 퇴적물 시료는 망간단괴 표면에 직접 닿은 

퇴적물(4), 망간단괴로부터 1㎝ 떨어진 지점의 퇴적물(5), 그리고 망간단괴와는 다소 거리를 둔 

망간단괴가 포함되지 않은 퇴적물(6)로 구분하여 채집하였다(그림 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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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8  망간단괴를 포함한 심해 퇴적물 시료.

그림 2.3.4.99  시료의 서브 샘플링.

가)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망간 함량: Dithionite-citrate-acetic acid(DCA, pH 4.8)로 추출된 

입자성 망간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기(inductive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Optima 3300DV, Perkin-Elmer Co.)로 분석하였다(Thomsen et al., 2004). 분석의 

재현성은 10% 이하였으며, 검출한계는 3μm 이하였다. 

나) Real-time PCR을 통한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미생물 정량: 진정세균과 고세균을 정량화 하기 

위해 TaqMan assay 방법을 이용하였다. 정량에 이용된 시약은 Premix Ex Taq(Takara Co. Japan)이며, 

7500 Real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을 통해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방법대로 정량 PCR을 

수행하였다. TaqMan assay 정량 PCR에 사용된 primer와 probe 표 2.3.4.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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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arget gene Sequence (5’-3’)

21F Archaea 16S rRNA TTC GGT TGA TCC YGC CGG A

958R Archaea 16S rRNA YCC GGC GTT GAM TCC AAT T

27F Bacteria 16S rRNA AGA GTT TGA TCM TGG CTC AG

1522R Bacteria 16S rRNA AAG GAG GTG ATC CAN CCR CA

518F (probe) Bacteria 16S rRNA CGT ATT ACC GCG GCT GGC AC

516F (probe) Archaea 16S rRNA TGY CAG CCG CCG CGG TAA HAC CVG C

ME3MF mcrA ATG TCN GGT GGH GTM GGS TTY AC

ME2r’ mcrA TCA TBG CRT AGT TDG GRT AGT

표 2.3.4.11  연구에 사용된 프라이머(primer)와 프로브(probe)의 유전자 배열

다)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미생물 조성 및 다양성

(1)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DNA 추출

2009년 9월에 조사된 망간단괴 중심부(core) 내의 진정세균과 망간단괴 주변 퇴적물의 진정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증폭을 위한 핵산시료를 얻기 위하여mobio사의 PowersoilTM DNA isolation kit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대로 처리하여 추출하였으며, Lysis 과정중에 FastPrep24 기기를 이용하여 

단단한 망간단괴가 균질하게 파쇄되게 하였다. 

(2) 16S rRNA gene 증폭 및 클로닝

심해 퇴적물과 망간단괴 내의 진정 세균의 16S rRNA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해 primer 27F(5'-AGA 

GTT TGA TCC TGG CTC AG-3')와 1518R(5'-AAG GAG GTG ATC CAN CCR CA-3')을 사용하였으며, 고세균의 

16S rRNA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21F(5'-TTC GGT TGA TCC YGC CGG A-3')과 958R(5'-YCC GGC GTT 

GAM TCC AAT T-3') primer를 이용했다(표 2.3.4.11). 핵산 증폭(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조건은 1X PCR buffer, 2mM MgCl2, 0.2mM  dNTPs, 5% DMSO, 0.1% BSA, 0.2mM  primer, 2.5U Taq 

polymerase, template는 약 10~100 ng으로 하였다. 반응부피 50㎕ 용량으로 핵산증폭기(Eppendorf

Ⓡmaster cycler)를 이용하여 96℃에서 1분, 52℃에서 1분, 72℃에서 1분으로 35회 반복 반응시킨 

후 72℃에서 7분간 더 반응시켰다. PCR 산물을 분석하기위해서 0.8% ararose gel에 PCR 반응액을 5

㎕를 전기영동(0.5X TAE buffer,100V, 28min)하여, 에티듐 브로마이드(EtBr) 용액에 10분간 염색하

고 증류수에 10분간 탈색시킨 후 자외선 조사기(UV Iluminator)로 관찰하였다. 전기영동하여 확인

한 PCR 산물을 PCRquick-spinTM (iNtRON Biotechnology Inc.)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주형

을 pGEM T-Easy vector(Promega, USA)에 제조사의 방법대로 ligation 하였다. 형질 전환체를 얻기 

위해 E. coli DH5~α에 형질 전환시킨 후, 이를 amplicillin이 포함된 LB 한천평판배지에서 배양하

였다. Blue-White colony 선별법에 의해서 클론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이를 주형으로 primer 

M13(-20)F(5'GTA AAA CGA CGG CCA G-3')와 M13(-20)R(5'-CAG GAA ACA GCT ATG AC-3')를 이용하여 

vector 내로 삽입된 부분을 증폭하였다. 증폭 산물은 솔젠트사에 의뢰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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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학적 분류

약 1000bp 크기의 결정된 염기서열은 RDP(Ribosomal Database Project)에서 제공하는 RDP 

classifi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클론들을 계통학적으로 분류하였고 MOTHUR program을 이용하여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hemeric artifact 검사를 하였으며, 염기서열간의 유사도 97% 

이상의 operational taxonomic units(OTUs)를 선별하였다.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검색을 통해 클론과 가장 가까운 그룹을 조사하여 참조 

서열을 확보하였으며, 염기서열들의 편집은 MEGA 4.0 프로그램내의 Clustal을 이용하였다. 

Evolutionary distance matrices는 Jukes and Cantor(1969)의 알고리즘으로 계산하였고, 계통도는 

neighbor-joining method에 의해 염기서열 간의 유전적 거리와 phylogenetic tree를 추론하였다. 

계통도내 분지의 안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000번의 bootstrap value resampling 분석을 실시하여 

500 이상의 값을 백분율로 계통분석도에 표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http://bmf2.colorado.edu/ 

fastunifrac/ 에서 제공하는 FastUniFrac을 이용하여 각 시료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가)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망간 함량: 망간단괴 및 망간단괴가 분포하는 퇴적물 내 망간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망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성기원의 단괴와 속성 기원의 단괴 내 망간 농도는 175.8 

과 175.4μm로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망간단괴 중심부에서는 145.4μm로 수성기원 

부분과 속성 기원 단괴의 망간 농도보다 약간 낮게 측정되었다. 퇴적물 내 망간 농도는 망간단괴가 

직접 접한 부분에서 2.3 μM로 퇴적물 시료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단괴에서 1㎝ 떨어진 지점과 

단괴에서 다소 멀리 위치한 지점의 퇴적물 내 망간 농도는 1.0μM로 검출되어 망간 함량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3.4.12).

나)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분포하는 미생물 정량: 망간단괴와 퇴적물 내 미생물 정량 결과 단괴 

시료와 퇴적물 시료 모두에서 진정세균의 생물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괴 시료들 중 

수성기원의 단괴 부분에서 진정세균이 4.5 X 106 cells/g nodule 그리고 고세균이 3.9 X 105 cells/g 

nodule로 가장 높았으며, 단괴 중심부에서 진정세균이 1.7 X 106 cells/g nodule 그리고 고세균이 1.9 

X 105 cells/g nodule로 퇴적물 시료를 포함하여 6개의 시료 중 가장 낮은 생체량으로 조사되었다. 

퇴적물 시료에서 조사된 미생물 생체량은 단괴에서 조사된 미생물 생체량보다 약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망간단괴 표면에 접한 퇴적물에서는 다른 두 지점의 퇴적물에서 검출된 

미생물 생물량보다 3배 낮은 세포수를 나타내었다(표 2.3.4.12).

망간 함량 및 

미생물 다양성 분석 지점

망간 함량 

(μM)

Abundance of Prokaryotes

Bacteria Archaea

(1) 수성기원의 단괴 175.8 4.5 X 106 cells/g nodule 3.9 X 105 cells/g nodule

(2) 단괴 중심부 145.4 1.7 X 106 cells/g nodule 1.9 X 105 cells/g nodule

(3) 속성기원의 단괴 175.4 2.4 X 106 cells/g nodule 2.6 X 105 cells/g nodule

(4) 단괴표면의 퇴적물 2.3 6.3 X 107 cells/g sediment 9.8 X 106 cells/g sediment

(5) 단괴표면에서 1㎝ 지점의 퇴적물 1.0 2.0 X 108 cells/g sediment 3.5 X 107 cells/g sediment

(6) 단괴에서 먼 퇴적물 1.0 2.2 X 108 cells/g sediment 4.6 X 107 cells/g sediment

표 2.3.4.12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망간 함량 및 미생물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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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분포하는 미생물 군집구조: 망간단괴의 3개의 시료와 퇴적물 3개의 

시료에서 검출된 진정세균(Bacteria) 군집은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속성기원의 망간단괴(diagenic nodule)에서 검출된 미생물 군집은 다른 다섯 개의 시료에서 검출된 

미생물 군집과는 독립적인 그룹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 

value, p=1, 그림 2.3.4.100). 고세균(Archaea) 군집의 경우 단괴 중심부(nodule core)와 단괴에 

접촉한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고세균이 하나의 독립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나머지 4개의 시료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두 그룹간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을 가지고 차이가 있었다(P 

value, p=0.0013, 그림 2.3.4.101).

그림 2.3.4.100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진정세균 군집간의 통계적 분석.

그림 2.3.4.101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고세균 군집간의 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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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세균(Bacteria)의 군집구조

망간단괴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진정세균의 다양성 및 군집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총 596 개의 16S 

rRNA gene 염기서열 분석 결과 총 153 개의 OTUs(Operational Taxonomic Units, > 95%)를 얻었다. 

다양성 지수는 표 2.3.4.1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관찰된 진정세균의 다양성은 다른 심해 

퇴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미생물 그룹보다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4.102는 본 

연구 지역의 세 개의 단괴 시료, 세 개의 퇴적물 시료에서 조사된 진정세균 군집과 망간단괴가 

분포하는 다른 연구지역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Wang et al., 2010).

망간단괴 시료에서는 Ga㎜aproteobacteria가 전체의 69.8~82.0%로 압도적으로 우점하였다. 반면, 

망간단괴 시료들에서는 7~30% 비율로 존재하는 Alphaproteobacteria가 세 개의 퇴적물 시료에서는 

전체의 45~48%로 조사되었고, Ga㎜aproteobacteria도 41.4~44%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2.3.4.102). 해양 퇴적환경에서 호기성 미생물 군집과 함께 황산염 환원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주요한 그룹으로 검출되는 Deltaproteobacteria는 수성기원 단괴(hydrogenic nodule)에서 1% 

그리고 단괴 중심부(nodule core)에서 5%만 검출되었고, 퇴적물 발견되지 않았다. 

Betaproteobacteria는 세 개의 단괴시료에서만 1~2%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Bacteriodetes 그룹은 

단괴 시료와 퇴적물 시료에서 1~6% 비율로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다른 지역의 단괴 분포 

퇴적토에서는 혐기성 미생물 군집도 일부 발견되었으나(Planctomycetes, Deltaproteobacteria, 

Chloroflexi, Firmicutes), 우리나라 광구 지역에서는 혐기성 미생물은 거의 검출되지 않고, 

대부분 호기성 미생물 그룹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4.102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진정세균(Bacteria)의 군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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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13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 및 군집구조

a contact sediment with diagenic nodule
b 1㎝ of sediment from nodule
c deep sea sediment far from nodule

  n.d., Not detected

세 개의 단괴 시료와 세 개의 퇴적물 시료에서 검출된 Ga㎜aproteobacteria그룹 내의 염기서열들을 

계통분석한 결과 genus Idiomarina 그룹과 genus Marinobacter 그룹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그림 2.3.4.103). Idiomarina 는 속성 기원의 단괴(diagenic nodule)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나 단괴시료와 퇴적물 시료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Marinobacter 그룹의 경우 세 개의 단괴 시료에서 퇴적물 시료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단괴 

형성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그룹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부 bacterial 16S rRNA gene 

염기서열들은 Ga㎜aproteobacteria 그룹 내에서 알려진 어떠한 미생물과도 유연관계를 맺지 않고 

Deep branching group을 형성하였다. 이 그룹에 속한 염기서열들은 단괴 시료에서 더 많은 수가 

관찰되어 이 그룹 또한 단괴 형성과 연관이 있는 그룹으로 사료된다. Alphaproteobacteira 그룹에 

속하는 염기서열들을 계통분석한 결과 Sphingomonadales, Sulfitobacter, 그리고 Aurantimonas 

그룹에 대부분의 염기서열들이 포함되었다(그림 2.3.4.104). 특히 Sphingomonadales와 

Sulfitobacter 그룹의 염기서열들은 주로 퇴적물 시료에서 더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한편 비록 

소수지만, 금속산화를 수행하는 Hypomicrobium도 일부 검출되었다(W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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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03  망간단괴 및 퇴적물 시료에서 검출된 Ga㎜aproteobacteria의 16S rRNA gene 계통 분석도. 

Bootstrap 분석 결과 50% 이상의 신뢰도를 갖는 분지에는 (•)표시하여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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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04  망간단괴 및 퇴적물 시료에서 검출된 Alphaproteobacteria의 16S rRNA gene 계통 

분석도. Bootstrap 분석 결과 50% 이상의 신뢰도를 갖는 분지에는 (•)표시하여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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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세균(Archaea)의 군집 구조

망간단괴 내 고세균의 군집 구조와 퇴적물 내 서식하는 고세균의 군집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총 371개의 고세균의 16S RNA gene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총 129개의 OTUs(>97%)를 얻었다(표 

2.3.4.13). 진정세균 군집보다 비교적 단순한 군집구조를 나타내었다. 모든 고세균은 

Nitrosopumilus, PS2ARC16, Marine Group Ⅱ(MG Ⅱ), 그리고 Marine Benthic Group D(MBGD)에 

속하였다(표 2.3.4.13). 

Nitrosopumilus속에 속하는 고세균 군집이 여섯 개 시료 모두에서 가장 우점하였으며, 

Nitrosopumilus속과 가까운 유연관계를 갖는 PS2ARC16 그룹이 그 다음으로 우점하였다(Gillan and 

Danis, 2007). 이 두 그룹 모두 암모니아 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개의 단괴 

시료와 단괴 표면과 접하고 있는 퇴적물 시료에서는 MGⅡ 그룹이 검출되었고, 단괴에서 떨어진 두 

개의 퇴적물 시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3.4.105). 단괴 표면에 접한 퇴적물에서는 혐기성 

환경에서 주고 보고되어 있는 고세균 그룹중 하나인 MBGD 그룹이 검출되었다.

그림 2.3.4.105  망간단괴 및 퇴적물 시료 내 분포하는 고세균 군집구조

토의 

심해 망간단괴 개발에 앞서 망간단괴 형성 과정에 있어 미생물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단괴뿐만 아니라 단괴가 분포하고 있는 퇴적물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 다양성 및 군집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자에 의해 C-C에서 

단괴가 분포하는 심해 퇴적물 환경에서 미생물 다양성 및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광구지역에서 조사된 본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그림 2.3.4.103). 다시 말해, 망간단괴 

개발 사업에 앞서 우리나라 광구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채굴에 

의한 교란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퇴적물 환경 내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군집 변이를 올바르게 

모니터링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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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전 퇴적환경에서 세 개의 단괴 시료(수성기원 단괴, 단괴의 중심부, 속성기원 단괴)와 세 개의 

퇴적물 시료(단괴 접촉 퇴적물, 단괴로부터 1㎝ 떨어진 퇴적물, 단괴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의 

퇴적물)에서 미생물 군집구조 분석 결과, 단괴 시료와 퇴적물 시료에서 나타나는 미생물 군집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각 미생물 군집의 비율 차이는 나타났는데, 금속 산화 및 금속 

환원을 수행하는 미생물 그룹이 포함되는 Gammaproteobacteria 그룹이 망간단괴 시료에서 모두 

우점하였다. 특히 이 그룹 내의 Marinobacter와 Deep branching group은 단괴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Marinobacter는 해양에서 호기성 유기물 분해를 수행하는 그룹으로 혐기성 

환경에 조성되면 질산염(NO3
-)를 환원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기도 한다. Deep branching group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배양되어 그 기능이 알려진 어떠한 미생물 그룹과도 가까운 

유연관계를 맺지 못하였으며, 다른 해양환경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매우 적었다. Park et al.(2010)은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과 함께 배양되는 황산화 미생물 그룹을 연구하였는데, 이때 발견된 황산화 

미생물 그룹의 염기서열과 Deep branching group이 매우 가까운 그룹을 형성하였다. 또한, 

Alphaproteobacteria에 속하는 Sulfitobacter 또한 황산화 미생물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로써 이 그룹이 망간단괴가 분포하는 본 연구지역에서 황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산화 미생물 그룹의 분포는 고세균 군집 내에서 우점하는 암모니아 산화 

그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망간단괴 및 퇴적물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은 대부분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들로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종속영양 미생물과 산소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자가 영양 미생물들로 조사되었다. 연구 지역 내에서 망간단괴 채광이 

시작되어 채광 후 발생하는 퇴적환경 교란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표층 아래 퇴적물 내 포함되어 

있는 입자성 유기물 및 각종 영양염을 표층 퇴적환경으로 노출 시킬 수 있다. 또한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생존에 영향을 끼쳐 미생물에게 이용될 수 있는 유기물의 양은 더욱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 및 영양염 성분 변동은 표층 퇴적물 내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군집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거의 검출되지 않은 Deltaproteobacteria, Acidobacteria, 

Chloroflexi, 그리고 Planctomycetes와 같은 혐기성 미생물 군집의 출현도 예상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퇴적환경 내 물질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망간단괴와 퇴적물 내 분포하는 미생물 군집구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괴에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미생물 그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 지역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호기성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망간단괴 채광 전의 미생물 다양성 및 군집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망간단괴 채광 후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저층 퇴적환경 교란에 의한 미생물 군집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시행될 저층충격실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채광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저서 미생물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3.4.2.3.6. 저서미생물 생체량(ATP)

해양의 퇴적물 내에는 박테리아, 미세조류 및 원생동물과 같이 통상 미생물로 분류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저층 생태계에서 미생물은 퇴적물을 섭취하는 상위그룹 생물군 

(중형저서생물)의 영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Montagna, 1984, Rijken, 1979) 전체 심해저 

저서생태계내 탄소 생체량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ietjen, 1992). 따라서 미생물 

생체량의 파악은 저서생태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히 연구되어야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생화학적 생체량 측정방법중 하나인 ATP 분석의 이점은 모든 생물체내에 존재하며,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biologically labile)되어(Azam and Hodson, 1977,  Hodson et al., 1981) 생태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화학적으로는 안정한 형태를 이루어(Hulett, 1970) 추출 및 분석이 용이하며, 분석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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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10-12mol 이하) 심해저를 포함한 여러 해양환경에서 총미생물군집의 생체량측정 및 생태연구에 널리 

사용되어왔다(Holm-Hansen and Booth, 1966, Karl, 1978, Karl, 1980, Karl, 1995,  Novitsky, 1987, 

Hyun et al., 1998, 현정호 외, 2002). 망간단괴 채광에 있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중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저층의 경우, 채광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외에 채광기 작동에 따른 부유퇴적물에 의한 

저서생태환경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환경교란 이전의 생태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인위적 

환경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외국에서는 저층충격실험(BIE, Benthic Impact 

Experiment)을 통해 채광에 따른 저층생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Bluhm et 

al., 1995, Kaneko et al., 1997, Schriever et al., 1997, Trueblood and Ozturgut, 1997, Sharama, 

2001). 인도의 경우, 저층충격실험 후 퇴적층 내 ATP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Raghukumar 

et al., 2001). 이는 ATP가 저층의 환경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지시자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음을 

시사한다.

저서미생물 생체량(ATP)의 광역분포

위도별 분포에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ATP의 값(ng/g)을 단위체적(㎝3 wet sediment)으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환산은 퇴적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퇴적층들에서 ATP의 분포를 비교하고자 할 때 

물과 퇴적물이 공존하는 단위공간 내 ATP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퇴적환경을 고려한 방법으로 

사료된다(Karl, 1980). 그 식은 아래와 같이 기술된다.

ATP (ng/㎝3 wet sediment) = ATP (ng/g dry sediment) × ρs × (1-Ø) 

Ø = (ρsㆍWC)/(ρsㆍWC＋(1-WC)×ρw)

여기서 ATP (ng/g dry sediment)는 단위 건조중량당 ATP 함량, Ø는 공극율, ρs는 퇴적물 비중, ρw는 

물의 비중, WC는 함수율이다. 이 값을 1㎝까지 적분한 값을 이용하였다.

표층 퇴적물 내 ATP와 유기탄소함량의 위도별 분포는 131.5°W선상의 적도에서 11°N까지 1°간격으로 

채취한 퇴적물의 표층퇴적물(1㎝) 내의 ATP 값을 비교하였다(그림 2.3.4.106). ATP 범위는 

5.033~48.403ng/㎝2로 나타나고 평균값은 16.699ng/㎝2로 나타났다. ATP의 위도에 따른 분포는 

적도에서 최고치(48.403ng/㎝2)가 나타나고 북위 9도에서 최소치(5.033ng/㎝2)가 나타났으며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4.106  0°~11°N 지역(2005년)의 표층퇴적물 내(1㎝) ATP 함량의 위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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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해역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함량의 자연변화 범위 설정  

ATP의 퇴적물 내 수직분포가 퇴적표층에서 가장 높고 퇴적깊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현 외, 2002). 따라서 가장 농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퇴적표층(1㎝)에 대해서 자연변화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자연변화범위는 전체 광구에 대한 범위와 광구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료 

채취가 없었던 광구가 많아 우리나라 광구특성을 고려하여 남쪽 광구((KR5(n=81), KR7(n=1))와 북쪽 

광구(KR1(n=2), KR2(n=13))로 크게 나누어서 자연범화범위를 설정하였다(표 2.3.4.14).

ATP는 총 97 정점에서 분석되었고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1.864~200.383ng/g이며 평균은 

50.687ng/g으로 나타났다. 각 광구별 변화범위는 북쪽광구에서 1.864~34.284ng/g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9.217ng/g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쪽광구는 8.050~200.383ng/g의 자연변화범위를 가지며 평균이 

58.107ng/g으로 나타나 북쪽광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2.3.4.14, 그림 2.3.4.107). 

이 같은 결과는 KODOS 해역의 경우, 퇴적층내 유기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수괴구조에 

기인된 수층의 생산력이며, 이러한 생산력 차이는 위도에 따라 달라짐을 밝힌 바 있다(해양수산부, 

2006, Müller et al., 1988). 따라서 위도가 북위 10도 근방인 남쪽광구는 북위 16도인 북쪽광구보다 

수층 생산력이 높고, 그 결과 퇴적물내 미생물생체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Natural 

Variation

Range

ATP (ng/g)

North Area (n=15) South Area (n=82) All area (n=97)

95% 34.284 150.121 150.121

5% 1.864 18.050 6.276

max. 34.284 200.383 200.383

min. 1.864 8.050 1.864

Median 7.098 46.386 38.208

Mean 9.217 58.107 50.687

S.D. 7.553 40.050 41.147

표 2.3.4.14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ATP의 자연변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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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07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ATP의 자연변동 범위.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간의 환경유사성 

저층환경 충격시험을 위해서 KOMO과 저층충격지역(Benthic Impact Area)에 대한 환경유사성 연구의 

일환으로 보존지역인 KOMO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충격시험 적지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OMO지역은 현재 장기 모니터링 정점으로 계속적인 시료채취가 수행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개의 정점이 있으며 2010년 정밀환경도 작성시 선정된 저층환경 충격시험후보지에서 채취된 

시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개 정점이 있다(표 2.3.4.15). 두 지역간의 비교에서 가장 농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퇴적표층(1㎝)을 상호 비교하였다.

ATP는 충격지역에서 18.050~108.196ng/g의 범위로 나타나 보존지역인 KOMO의 범위(21.800~200.383 

ng/g)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평균값(47.973ng/g) 역시 KOMO(73.108%)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2.3.4.15, 그림 2.3.4.108).

환경충격 지역내 퇴적물중 미생물생체량을 반영하는 ATP 조사에서 보존지역의 자연변화량이 충격지역의 

자연변화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그림 2.3.4.108). 향후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선정된 충격지역이 향후 환경충격시험 수행될 때 시험의 실적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지로 판단된다. 



- 263 -

Area Station Latitude (oN) Longitude (oW) ATP (ng/g)

Impact

(n=18)

MC08-01-09 10.50050 131.98017 25.498

MC10-01-02 10.54363 131.96237 108.196

MC10-01-04 10.50122 131.91832 35.013

MC10-01-05 10.54405 131.87830 18.050

MC10-01-06 10.45933 131.87748 62.614

MC11-01-01 10.52367 131.92867 54.353

MC11-01-02 10.49767 131.92200 59.020

MC11-01-04 10.48417 131.92867 55.380

MC1201-01 10.51053 131.94762 48.144

MC1201-05 10.50457 131.92445 46.191

MC1201-09 10.48655 131.93310 70.090

MC1201-10 10.48725 131.91612 34.454

MC1201-11 10.49215 131.94212 24.429

BC1201-04 10.50990 131.93848 24.495

MC130204 10.51133 131.93582 28.120

MC130207 10.50133 131.92162 96.115

MC130209 10.49027 131.93140 22.037

MC130210 10.48717 131.91415 51.323

min. 18.050

max. 108.196

Avg. 47.973

KOMO

(n=14)

97-01-01 10.50000 131.33000 136.460

99-EM04 10.50000 131.33000 62.070

01-03-02 10.50813 131.29902 200.383

MC02-02-05 10.50000 131.33333 61.256

MC5116 10.48787 131.34427 90.564

MC06-01-13 10.50012 131.31967 21.800

MC07-01-01 10.4880 131.35350 87.175

MC08-01-01 10.48767 131.32683 123.256

MC10-01-08 10.50113 131.38050 38.854

MC10-01-09 10.54317 131.33402 26.927

MC10-01-K1 10.47930 131.32030 43.941

MC11-01-K1 10.50017 131.33317 38.283

MC1201-K01 10.49975 131.34423 55.491

MC130215 10.49942 131.3175 37.052

min. 21.800

max. 200.383

Avg. 73.108

표 2.3.4.15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수행된 시료채취 정점들과 표층 퇴적물 중 ATP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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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08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표층 퇴적물중 ATP의 자연변동 범위.

망간단괴 광구지역 내 ATP 농도(2016~2021)

광구지역에서 MC를 이용해 6정점(MNMC1903, MNMC04, MNMC05,MNMC2104, MNMC5, MNMC06)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2018년 광구 및 보호구역에서 시료를 상자형 시료채취기로 퇴적물을 채취하였고 ATP분석을 

위한 전처리를 하였지만 분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광구 내 비교분석만 하였다.퇴적물 내 ATP는 7.610 

~356.315ng/g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퇴적표층에서 높고 퇴적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그림 2.3.4.109). 그리고 KR5 광구 내 비교를 위해서 가장 농도가 높고 

환경변화에 민감한 퇴적표층(1㎝)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ATP의 변화범위는 66.165 

~223.964ng/g으로 나타나 2015년 남쪽광구에 설정된 자연변화범위인 8.050~200.383ng/g를 벗어난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변화범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구 내 지역별 분포는 KOMO지역은 

평균 81.492ng/g이며 KR5-A지역(남쪽 지역)의 ATP 평균값은 182.573ng/g, KR5-B지역(북쪽 지역)은 

198.14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해류의 위치에 따른 용승작용이 

일어나는 해역이 변화하는 지역인 관계로 채취시기가 용승대에 위치를 하게 되면 생산력의 증가로 

퇴적물 내 ATP의 함량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채취시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2.3.4.109  광구 지역 퇴적물 내 ATP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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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TP는 충격지역에서 18.050~108.196ng/g의 자연변화범위로 나타나 보존지역인 KOMO의 범위(21.800~ 

200.383ng/g)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평균값(47.973ng/g) 역시 KOMO(73.108%)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층충격지역 내 퇴적물중 ATP의 자연변화량이 보존지역의 자연변화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15년간 광구 KR5 표층퇴적물 내 ATP는 19.410~150.121ng/g이 나타났으며 평균은 

60.574ng/g이였다. 평균값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연도는 2001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으로 나온다. 2003년 이전과 2005년 이후로 변화양상이 차이나고 있으며 2003년 이전은 

자연변화범위가 19.410~150.121ng/g으로 나타나 이 기간의 평균값(68.790ng/g)의 190%까지 크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의 자연변화범위는 24.191~86.495ng/g(평균 53.385ng/g)이며 평균값의 117%로 

나타나 2003년 이전보다 범위가 좁게 나타났다. 표층 퇴적물 내 ATP의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수괴구조에 기인된 수층의 생산력이며 ATP의 연변화 경향은 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TP의 광구전체 자연변화량 범위는 1.864~200.383ng/g(평균 50.687ng/g)로 나타난다. 북쪽광구에서는 

1.864~34.284ng/g(9.217ng/g)의 변화범위를 가지며 남쪽광구는 8.050~200.383ng/g의 자연변화범위를 

가지며 평균이 58.107ng/g으로 나타나 북쪽광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KODOS 해역의 

경우, 퇴적층 내 ATP의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수괴구조에 기인된 수층의 생산력이며, 이러한 

생산력 차이는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위도가 북위 10도 근방인 남쪽광구는 북위 16도인 

북쪽광구보다 수층 생산력이 높고, 그 결과 퇴적물 내 미생물생체량인 ATP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8~2021년까지의 조사에서 ATP의 변화범위는 66.165~223.964ng/g으로 나타나 2015년 남쪽광구에 

설정된 자연변화범위인 8.050~200.383ng/g를 벗어난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변화범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4.2.3.7. 심해어류

심해어류 Coryphaenoides yaquinae 분자마커 및 계통 정보 

가) 재료 및 방법: 2018년과 2019년에 Bated Trap을 이용해 심해어류 10개체(2018: 1개체, 2019: 

9개체)를 채집하였다(표 2.3.4.16). 채집한 개체는 냉동보관하여 운반하였으며, DNA 분석을 위한 

근육조직 시료는 냉동시료에서 오염을 최소화하며 채취하였다. 각 개체별 근육조직의 total DNA는 

LaboPass Tissuemini Kit(CosmoGenetech, 서울, 한국)를 이용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분자마커 COI 

염기서열 정보의 확보를 위해 사용한 프라이머는 어류 universal primer set 이다(Ivanova et al., 

2007). PCR 반응 총 용량은 20ul로, 약 10 ng의 template DNA와 AccuPower PCR PreMix Kit(Bioneer, 

대전, 한국)를 이용하였다. 증폭반응 구성은 94℃ 3min initial denaturation, 94℃ 30 sec-50℃ 30 

sec-72℃ 2min의 main cycles 30회 반복, 72℃ 10min의 final extension이다. PCR 산물은 LaboPass 

PCR Purification Kit(CosmoGenetech,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염기서열은 

Macrogen의 Sanger Sequencing Service(마크로젠, 서울, 한국)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COI forward 

및 reverse strands의 electropherogram은 Geneious Pro V.7.19 (http://www.geneious. com, 

Biomatters, Auckland, New Zealand)를 이용하여 consensus sequence로 확정하였다. 

COI의 염기서열의 multiple sequence alignment는 아미노산 서열 기준을 적용하였다. GenBank 

(https://www.ncbi.nlm.nih.gov/) NRDB에서 key word 및 BLASTn searches로 찾은 가용한 

Coryphaenoides속 근연종 29종 70개 COI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외부군 3종은 Macrourus 

holotrachys (JF265094), CoelorinchusmarinⅡ (EU074382) 및 Pseudonezumia flagellicauda 

(EU148296)이다(White et al., 2011). 최적 계통수 구축에는 maximum-likelihood (ML) 방법을 적용한 

https://www.ncbi.nlm.ni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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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xML v.8.1.12(Stamatakis, 201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진화모델은 GTRGAMMA (General time 

reversible model with rate heterogeneity, GTR+G)을 선택하였으며, ML phylogeny 및 ML 

bootstrapping 분석에 사용한 옵션은 f –a,-# 1000(1,000 bootstrap replications), 

-i(automatically optimized SPR branch rearrangement for heuristic search),-c(25 distinct rate 

categories) 이다. 최적의 ML 계통수는 FigTree V.1.4.4(http://tree.bio.ed.ac.uk/ software/ 

figtre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No. 확증표본 ID Total DNA 농도 260/280 ratio COI length

2018.03

1 MNBaT1805 Fish-01 6.5 1.5 711

2019.03

2 MNBaT1905 Fish-01 9.2 1.85 697

3 MNBaT1905 Fish-02 51.7 1.83 674

4 MNBaT1905 Fish-03 7.4 1.6 698

5 MNBaT1905 Fish-04 10.5 1.76 698

6 MNBaT1905 Fish-05 6.1 1.71 698

7 MNBaT1905 Fish-06 17 1.81 698

8 MNBaT1905 Fish-07 16.5 1.82 698

9 MNBaT1905 Fish-08 7.9 1.7 698

10 MNBaT1905 Fish-09 7.8 1.7 698

표 2.3.4.16  심해어류 확증표본(2018~2019), DNA 및 분자마커 정보

나) 결과: 심해어 Coryphaenoides yaquinae 10개체의 COI 염기서열은 모두 성공적으로 증폭 및 

분석되었다(674~711bp, Table 2.3.4.2~2.3.4.16). 외부군 3종을 포함한 전체 83개 심해어 분류군(4속 

32종) COI의 alignment는 총 714 bp(base pair) 이며 염기함량은 A: 23.2%, C: 28.1%, G: 18.7%, T: 

30.0%(GC함량: 46.8%)이다. 이 중 454 positions(63.6%)은 constant, 260 positions(36.4%)은 

variable, 244 positions(34.2%)은 parsimony-informative site 이다. 연구 대상인 Coryphaenoides속  

심해어 80 분류군(29종) COI의 alignment(총 714 bp)의 염기함량은 A: 23.2%, C: 28.1%, G: 18.7%, T: 

30.0%(GC함량: 46.8%)로 외부군을 제외했을 때와 매우 유사하다. 이중 460 positions(64.4%)은 

constant, 254 positions(35.6%)은 variable, 236 positions(33.1%)은 parsimony-informative site 

이다. 254 variable positions 중 38 positions은 1st codon position, 5 positions은 2nd codon 

position, 211 positions은 3rd codon position이다(표 2.3.4.17). 



- 267 -

표 2.3.4.17  COI alignments 정보

ML 계통수는 Coryphaenoides yaquinae의 속내 종간 계통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2.3.4.110). 태평양 

심해에서 채집한 C. yaquinae는 기존의 종정보(GU440291, KX656429)와 일치한다(99% ML bootstrap 

support value, MLB). C. yaquinae, C. armatus, C. ferrieri 및 C. lecointei는 강한 단계통을 

이룬다(Clade-2, 97% MLB). 4종간 계통관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C. yaquinae의 근연종은 C. 

ferrieri로 추정된다(76% MLB). Clade-1은 C.mediterraneus와 C. striaturus의 자매관계를 

보여준다(100% MLB). Clade-3은 C.m㎝illani, C. serrulatus 및 Coryphaenoides sp. BOLD AAC9964의 

단계통성을 지지한다(99% MLB). Clade-4는 C. acrolepis, C. cinereus, C. filifer 및 C. 

longifilis의 단계통성을 지지한다(99% MLB). Clade-5는 C. asper와 C. rudis간 근연관계를 

지지한다(98% MLB). 

다) 결론: 2018~2019년 태평양에서 채집한 심해어 10개체의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Coryphaenoides yaquinae 임을 강하게 지지한다. 또한 COI㎖ 계통수는 Coryphaenoides속 일부 종간 

근연관계(Clades 1~5)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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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10  Coryphaenoides yaquinae의 COImaximum-likelihood(ML) 계통수. 2018~2019 채집한 

10개 개체는 모두 동일 종. 각 node의 단계통성은 ML bootstrap support value(MLB)로 표기함. 

속내 5개 clades(Clades 1~5)는 높은 MLB를 보임.

심해어류 체내 중금속

전 세계적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발달로 연안해역의 해수 중 중금속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환경에 존재하는 중금속은 1차적으로 플랑크톤에 오염되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어류 

및 패류 등에 점차적으로 생물축적이 되고 있다. 대양의 경우, 해수 중 중금속 오염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으나, 저층환경에 서식하는 어류 내 중금속 농도 모니터링은 향후 망간단괴 개발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성이 높다. 망간단괴 연구해역에서 Baited Trap을 이용해 14년도에 2종 

3개체(Pachycaramatallanasi 2개체, Coryphaenoides yaquinae 1개체)를 획득하였고 이들 심해어류의 

종별 및 부위별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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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료 및 방법: 실험실에서 어종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티타늄 재질의 칼을 이용하여, 근육, 내장 

및 간으로 분리한 뒤 동결건조를 실시하였다. 동결건조 된 어류 시료는 분쇄기로 분쇄한 뒤 

분석시까지 산세척된 폴리에틸렌 시료병에 보관하였다. 건조된 시료 약 0.1g를 산 세척된 테프론 

용기에 넣고 고순도 질산 5㎖을 가한 뒤 CO2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온에서 일정시간 가볍게 

흔들어 준 후 뚜껑을 덮고 가열판에서 180 ℃로 24시간 완전분해하였다. 완전분해 뒤 증발건고 후 

측정하고자 하는 원소에 따라 1% 질산으로 적절히 희석하여 ICP-MS(Thermo X-7)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시료는 함수율을 측정하여 습중량(wet weight)으로 환산하여 농도계산을 

실시하였다. 어류시료 내 수은 분석은 분쇄된 시료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U.S. EPAmethod 7473에 

의하여 열분해 및 금포집 방식을 이용한 Hydra-C(Teledyne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13개 중금속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RC의 DORM-4(dogfishmuscle), 

DOLT-4(dogfish liver), NOAA의 SRM 1566B(oyster)를 시료와 함께 처리하여 측정하였으며, 87.4%(Al 

for SRM 1566B)~113.1%(Pb for DOLT-4)의 좋은 회수율을 보였다(표 2.3.4.18).

SRM 1566B

(Oyster)

DOLM-4

(Dogfishmuscle)

DOLT-4

(Dogfish liver)

인증값

(mg/kg)

분석값

(mg/kg)

회수율

(%)

인증값

(mg/kg)

분석값

(mg/kg)

회수율

(%)

인증값

(mg/kg)

분석값

(mg/kg)

회수율

(%)

Al 197.2 172.3 87.4 - - - - - -

Cr - - - 1.87 1.87 100.3 - - -

Mn 18.5 18.5 99.8 - - - - - -

Fe 205.8 207.1 100.6 341 329 96.4 1833 1646 89.8

Co 0.371 0.364 98.1 - - - - - -

Ni 1.04 0.96 91.9 1.36 1.40 102.8 0.97 1.07 110.3

Cu 71.6 68.3 95.4 15.9 15.0 94.3 31.2 30.1 96.6

Zn 1424 1385 97.3 52.2 48.6 93.2 116 115 99.1

As 7.65 7.87 103.0 6.80 6.90 101.6 9.66 9.43 97.6

Se 2.06 2.03 98.7 3.56 3.89 109.3 8.3 8.8 105.8

Rb 3.26 3.29 101.0 - - - - - -

Cd 2.48 2.51 101.4 0.306 0.302 98.6 24.3 24.5 101.0

Pb 0.308 0.319 103.7 0.416 0.453 108.9 0.16 0.18 113.7

Hg 0.0371 0.0359 96.7 0.410 0.373 91.0 2.58 2.28 88.3

표 2.3.4.18  3가지 표준물질을 이용한 중금속 분석 정확도 결과

나) 결과: 해어류인 P.matallanasi 근육 내 중금속 농도는 Table 2.3.4.2~19에 나타냈다. 근육 

내에는 Zn의 평균농도가 4.75mg/kg(wet wt)로 가장 높았으며, Zn>Fe>As.Hg>Se>Cu>Rb>Al=Mn>Cd>Cr> 

Co>Pb의 순으로 가장 농도가 낮은 Pb은 0.002mg/kg로 금속원소에 따라 2,375배의 큰 농도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3.4.19). P.matallanasi의 경우, 총 길이가 다른 2개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개체간의 1.5~7.8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으며, Al, Cr, Fe, Cu, Zn, Cd, Pb는 

총길이가 작은 개체에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Mn, Co, Ni, As, Se, Rb는 총길이가 큰 

개체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 yaquinae 근육 내 중금속의 농도는 As가 3.70mg/kg로 가장 

높았으며, Cd가 0.001mg/kg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고, As>Fe>Zn>Se>Rb>Mn>Hg>Cu>Al>Ni>Co>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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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d의 농도순이었다(표 2.3.4.19, 그림 2.3.4.111). 근육 내 Cd의 농도는 P.matallanasi가 C. 

yaquinae에 비해 38.9배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Al, Cr, Fe, Cu, Zn, Cd, Pb는 P.matallanasi가 

1.4~38.9 배 농도가 높았다. 근육 내 Mn, Co, As, Se, Rb는 C. yaquinae가 P.matallanasi에 비해 

1.4~3.9 배 농도가 높았고, Ni은 두 심해어류 종 모두 0.05mg/kg로 같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2.3.4.19). 

P.matallanasi 내장 내 중금속 농도는 Fe가 25.10mg/kg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0.015mg/kg의 

최소농도를 보인 Pb과는 1673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표 2.3.4.20, 그림 2.3.4.112). 

내장 내 중금속의 경우, As, Se, Cd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개체에서의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 yaquinae 내장 내 중금속은 Al이 123.06mg/kg로 가장 농도가 높았으나, 

최소농도를 보이는 금속 원소는 P.matallanasi와 마찬가지로 Pb로 0.055mg/kg의 농도를 보였다(표 

2.3.4.20, 그림 2.3.4.112). 금속원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C. yaquinae가 Zn와 Cd를 

제외하고는 2.1~14.9배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atallanasi 간(liver) 내 중금속의 농도는 내장과 마찬가지로 Fe가 88.09mg/kg으로 농도가 자장 

높았으며, Pb이 0.019mg/kg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P.matallanasi의 2개의 개체간에 중금속 원소 

차이는 Al, Cr 만이 작은 개체에서 농도가 높았고 나머지 중금속 원소는 큰 개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다(표 2.3.4.21,그림 2.3.4.113). C. yaquinae 간(liver) 내 중금속의 농도는 

C.matallanasi와 마찬가지로 Fe가 55.98mg/k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Pb이 0.014mg/kg의 

최소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근육 및 내장과 마찬가지로 P.matallanasi와 C. yaquinae는 원소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었으며, Mn, Co, Ni, Cu, Zn, As, Se는 C. yaquinae가 1.1~4.9배 높았고 나머지 

금속원소는 P.matallanasi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2.3.4.114는 심해어류인 P.matallanasi와 C. yaquinae의 평균농도를 이용하여, 근육, 내장 및 

간 조직간에 중금속 원소의 차이를 나타냈다. Al, Mn, Cu, Rb, Pb는 내장에서의 평균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Cr, Co, Ni은 내장과 간이 유사한 평균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Fe, Zn, Se, Cd, 

Hg는 간이 근육 및 내장보다는 중금속 농도가 높았으며, As는 내장과 간 보다는 근육에서 평균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Hg의 평균농도는 간>근육>내장 순이었으며, As와 Hg를 제외한 중금속 

원소는 근육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속 농도를 나타냈다.

다) 결론: 심해어류 내 근육, 내장 및 간 조직 내 중금속 원소는 A, Fe, Cu, Zn, Cd, Hg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개체 및 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Pb가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As와 Hg를 제외하고는 근육보다는 내장 및 간에서 높은 중금속 농도를 보이고 있어, 

심해어류의 먹이 및 중금속 축적기작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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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g/kg wet wt.)

P.matallanasi
(TL~270㎜)

P.matallanasi
(TL~334㎜)

Mean of 
P.matallanasi

C. yaquinae
(TL~329㎜)

Al 0.17 ± 0.04 0.10 ± 0.02 0.13 ± 0.05 0.08 ± 0.03

Cr 0.04 ± 0.01 0.02 ± 0.01 0.03 ± 0.02 0.01 ± 0.00

Mn 0.11 ± 0.02 0.15 ± 0.03 0.13 ± 0.03 0.28 ± 0.15

Fe 4.76 ± 2.39 1.03 ± 0.06 2.89 ± 2.56 2.50 ± 1.11

Co 0.004 ± 0.001 0.009 ± 0.002 0.006 ± 0.003 0.024 ± 0.001

Ni 0.05 ± 0.01 0.05 ± 0.01 0.05 ± 0.01 0.05 ± 0.00

Cu 0.24 ± 0.00 0.19 ± 0.05 0.22 ± 0.04 0.15 ± 0.03

Zn 4.77 ± 0.47 4.74 ± 0.45 4.75 ± 0.38 2.42 ± 0.02

As 1.43 ± 0.13 3.78 ± 0.98 2.61 ± 1.47 3.70 ± 0.07

Se 0.62 ± 0.05 0.86 ± 0.10 0.74 ± 0.15 1.36 ± 0.07

Rb 0.20 ± 0.02 0.20 ± 0.05 0.20 ± 0.03 0.37 ± 0.03

Cd 0.008 ± 0.001 0.076 ± 0.013 0.042 ± 0.039 0.001 ± 0.001

Pb 0.003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2

Hg 0.98 ± 0.26 1.40 ± 0.01 1.19 ± 0.28 0.27 ± 0.03

표 2.3.4.19  심해어류 근육 내 중금속 분석결과

Unit

(mg/kg wet wt.)

P.matallanasi

(TL~270㎜)

P.matallanasi

(TL~334㎜)

Mean of 

P.matallanasi

C. yaquinae

(TL~329㎜)

Al 13.87 ± 0.56 5.94 ± 3.32 9.90 ± 4.97 123.06 ± 43.55

Cr 0.04 ± 0.02 0.03 ± 0.02 0.03 ± 0.01 0.15 ± 0.06

Mn 1.45 ± 0.22 1.05 ± 0.32 1.25 ± 0.32 9.77 ± 3.95

Fe 30.48 ± 1.94 19.72 ± 3.53 25.10 ± 6.63 92.04 ± 13.46

Co 0.031 ± 0.004 0.032 ± 0.000 0.031 ± 0.02 0.293 ± 0.054

Ni 0.23 ± 0.01 0.13 ± 0.01 0.18 ± 0.06 0.83 ± 0.15

Cu 3.69 ± 0.06 3.11 ± 0.71 3.40 ± 0.53 19.61 ± 3.88

Zn 25.15 ± 1.41 18.30 ± 0.89 21.73 ± 4.07 16.43 ± 1.27

As 1.38 ± 0.02 2.01 ± 0.03 1.69 ± 0.36 3.56 ± 0.23

Se 0.96 ± 0.11 1.09 ± 0.05 1.03 ± 0.10 15.27 ± 3.67

Rb 0.35 ± 0.04 0.20 ± 0.01 0.27 ± 0.09 0.66 ± 0.13

Cd 1.031 ± 0.041 3.315 ± 0.167 2.173 ± 1.322 0.935 ± 0.003

Pb 0.015 ± 0.001 0.015 ± 0.012 0.015 ± 0.007 0.055 ± 0.022

Hg 0.56 ± 0.08 1.12 ± 0.09 0.84 ± 0.33 0.13 ± 0.00

표 2.3.4.20  심해어류 내장 내 중금속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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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g/kg wet wt.)

P. matallanasi

(TL~270㎜)

P. matallanasi

(TL~334㎜)

Mean of 

P.matallanasi

C. yaquinae

(TL~329㎜)

Al 8.31 ± 10.27 4.69 ± 0.04 6.50 ± 6.29 1.59 ± 0.17

Cr 0.11 ± 0.02 0.05 ± 0.02 0.08 ± 0.04 0.04 ± 0.00

Mn 0.63 ± 0.19 0.79 ± 0.04 0.71 ± 0.15 1.60 ± 0.09

Fe 46.67 ± 7.16 129.52 ± 6.11 88.09 ± 48.14 55.98 ± 2.86

Co 0.021 ± 0.006 0.080 ± 0.006 0.051 ± 0.034 0.220 ± 0.001

Ni 0.11 ± 0.02 0.17 ± 0.01 0.14 ± 0.04 0.44 ± 0.01

Cu 2.54 ± 0.60 9.08 ± 0.46 5.81 ± 3.80 10.06 ± 0.59

Zn 19.43 ± 1.78 47.70 ± 1.26 33.56 ± 16.37 36.55 ± 3.32

As 1.88 ± 0.89 2.56 ± 0.19 2.22 ± 0.66 3.99 ± 0.02

Se 2.69 ± 0.08 5.15 ± 0.03 3.92 ± 1.42 19.22 ± 1.71

Rb 0.21 ± 0.02 0.20 ± 0.01 0.21 ± 0.01 0.22 ± 0.01

Cd 2.084 ± 0.224 23.820 ± 1.649 12.952 ± 12.586 4.554 ± 0.019

Pb 0.016 ± 0.001 0.022 ± 0.000 0.019 ± 0.003 0.014 ± 0.000

Hg 0.81 ± 0.08 2.25 ± 0.11 1.53 ± 0.83 0.80 ± 0.12

표 2.3.4.21  심해어류 간 내 중금속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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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11  심해어류 P. matallanasi와 C. yaquinae 근육 내 중금속 농도 비교.

그림 2.3.4.112  심해어류 P. matallanasi와 C. yaquinae 내장 내 중금속 농도 비교.

그림 2.3.4.113  심해어류 P. matallanasi와 C. yaquinae 간 내 중금속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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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14  심해어류 근육, 내장 및 간 체내 중금속 평균 농도 비교.

2.3.5. 물리화학적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이 섹션에서는 채광기 테스트나 저층충격시험과 같은 저층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이 수행될 시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설명 형식으로 물리화학적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저층충격시험과 같은 실험은 해저와 그 위의 수층에 미치는 즉각적, 단기적 및 

중기적(2년), 물리적 및 화학적 영향은 물론 충격에 대한 저서생물의 반응은 저서생물의 개체수 및 생물 

다양성의 회복과 관련 생태계 기능의 유지에 중요하다. 미래의 위험 평가 측면에서도 모델에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고 입력하면 향후 시험채광과 같은 유사한 영향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훨씬 더 포괄적인 

미래 평가와 인위적인 활동에 대한 영향을 방지, 개선 또는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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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잠재적 영향 범주에 대한 설명

채광기 테스트나 저층충격시험에서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저에서 단괴 제거의 주요 

물리화학적 환경영향은 (1) 서식지/단괴 제거, (2) 퇴적물 교란 및 풀룸 형성, (3)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변화(즉, 서식지 무결성의 변화), (4) 독성 퇴적물 및/또는 물질이 심층수로 방출 가능성, (5) 대기 

중으로의 배출, (6) 허리케인이나 저서폭풍(benthic storms)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추가 영향 

등이 있다. 이러한 영향 범주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소음 및 빛 공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6. 참조). 이러한 잠재적 영향 범주는 아래 5.2.에서 5.7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3.5.2. 대기 중 배출

향후 수행될 채광기 테스트나 저층충격시험에 사용될 선박은 관련 1978년 의정서(MARPOL) 및 

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 방지에 관한 MARPOL의 1997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관행에 관한 IMO 의무 및 표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기 배출을 저감하고 바다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의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해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2.3.5.3. 단괴 제거

단괴를 수거하고 관련 미세 퇴적물을 제거하면 채광 지역의 저서 서식지가 근본적으로 교란되어 해저 

서식지가 영향을 받아 파괴되고(2.3.6.4. 참조), 해저 근처에 퇴적물 풀룸이 생성된다(2.3.5.4.에서 

2.3.5.7. 참조). 물리적 영향의 관점에서, 해저에서 단괴(및 퇴적물)를 제거하면 미세 지형도 변경된다. 

또는 채굴된 지역의 거칠기(단괴 제거로 인한 마찰 감소, 작은 고랑 및 능선의 생성)는 차례로 

퇴적/재침전 과정뿐만 아니라 해저에 가까운 유체역학적 흐름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UB (Jacobs 

University, Bremen, Germany)에서 수행된 집광기 트랙에 대한 예비 실험은 단괴 사이의 유체 역학이 

복잡하고 소용돌이, 침식 및 축적 영역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퇴적물의 수송은 단괴가 더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며, 이는 단괴가 제거될 때 bedload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BGR, 2018). 독일의 집광기 테스트 실험의 경우, 단괴가 제거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최대 0.1㎞2의 크기를 가지며 바로 주변에 지형적 제약이 없는 평평한 심해평원의 중앙에 위치하여 테스트 

지역의 단괴 제거가 해당 지역의 물리화학적 영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지침서에서도 독일의 채광기 시험과 유사하게 소규모의 환경충격을 가정하였으므로 영향의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2.3.5.4. 퇴적물 교란 및 시간에 따른 풀룸 형성

심해 채광 과정에서 퇴적물 배출(“퇴적물 풀룸”)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는 (a) 채광지("근처 필드") 

부근의 재정착 풀룸 및 바닥 블랭킷에서 퇴적물의 인공적인 급속한 재퇴적으로 저서 생물을 덮고 

여과섭식자의 호흡 표면을 막음. (b) 반응성 성분 (예: 불안정한 유기물 또는 환원된 금속)을 통해 뒤덮인 

해저와 풀룸 내부의 수역에서 산소 고갈, 그리고 (c) 유독 금속의 방출과 퇴적(5.6. 참조). 이것은 석유 

및 가스 굴착 절단의 방출에 대해 잘 알려진 문제와 같이 오염 물질의 생물학적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예: Rye et al., 2007).

이러한 과정은 심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 저층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시공간적 차이, 유체역학적 영역(근거리 및 원거리), 해저 지형, 채광 장비 유형, 채광 속도 등이 

저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모델링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채광활동으로 발생하는 퇴적물 

플룸으로 인한 심해 생물의 치사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276 -

2.3.5.4.1. 저서 충격 실험의 평가

지금까지 심해 망간단괴 탐사 지역의 퇴적물 풀룸의 가능한 거동을 다룬 연구결과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주로 Ocean Mining Inc(OMI)와 Ocean Mining Associates(OMA) (예: Lavelle et al., 1981) 및 

1990년대에 독일(DISCOL/ATESEPP, 페루 분지), 일본(JET, 일본 광구 지역) 및 러시아/ 미국(NOAA-BIE, 

이전 미국 광구 지역)에서 수행된 저서 충돌 실험 및 모델링 활동의 결과뿐이다. 이들은 주로 저서 

동물군에 대한 재퇴적된 퇴적물 풀룸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실험에서 충격지점 

주변의 재침전된 퇴적물의 범위는 해저 이미지(Yamazaki et al., 1997)와 해양 바닥 해류의 시계열 측정 

및 입자 크기 및 침강속도(예: Nakata et al., 1997, Jankowski and Zielke, 2001, Rolinski et al., 

2001)를 가지고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추론되었다. 이 실험 당시의 심해 관측 기술은 퇴적물 풀룸이 

충격지점에서 가로세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퇴적물 풀룸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없었고, 

풀룸으로부터 퇴적물의 재퇴적을 결정짓는 입자 집합 과정을 평가할 수도 없었다.

JET 실험에서 DSSRS(Deep Sea Sediment Resuspension System)는 1개월 동안 2개의 평행한 2,000m 

길이의 예인 구역을 따라 19번 견인되어 총 352톤의 퇴적물 슬러리를 해저 약 5m 높이에서 30g/ℓ 및 60 

l/s(Fukushima, 1995). 퇴적물 트랩 분석 및 모델링은 재침전 또는 블랭킷(blanket)이 근원에 가까운 

최대 두께 2.6㎜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Barnett and Suzuki, 1997). 또한, JET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NOAA-BIE 실험의 경험적 및 모델링 데이터는 해저의 인위적 교란에 의해 생성된 부유 입자의 90%가 

충돌 지역에서 반경 2㎞ 이내에 퇴적되었음을 보여주었다(Fukushima, 1995, Nakata et al., 1997). 더 

조립질 입자부분은 방출 직후 침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Segschneider and Sündermann(1998)과 Rolinski 

et al(2001)는 남동부 태평양(페루 분지)에서 개발한 원거리 모델은 방출 깊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세한 

퇴적물 총 질량의 90~95%가 재침전되는 기간이 3~14년, 총 질량의 100%가 재침전되는데 9~17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경우에, 사용된 모델의 적절한 검증은 불완전하고 희박한 해류 측정 데이터로 

인해 제한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정 수심에서만 소수의 포인트 해류 센서(전체 범위의 수심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현재의 ADCP와 대조됨)와 빈약한 수심에서의 해류 측정 데이터에서 파생되었다. 

또한, 수행된 실험 및 모델링은 수층에서의 풀룸 분산보다 블랭킷, 바닥 파괴 및 동물군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퇴적물 풀룸 방출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페루분지에서 ROV인  Kiel 

6000를 이용한 소규모 실험의 풀룸에서 미립자 원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DOC 농도는 초기에 매우 

높았으며(ROV에 의한 풀룸 생성 직후), 1분 후 57.28mg/L, 4분 후 0.63mg/L로 크게 감소한 후 측정 50분 

내에서 0.79와 0.57mg/L 사이에서 약간만 변동했다. 저층수 내 DOC 값은 1.5~4mg/L 범위였다(BGE, 2018). 

이를 산업 규모의 연속 생산 수준으로 외삽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 수행된 집광기 테스트와 같은 

현실적인 장비를 사용한 대규모 실험은 부유 퇴적물 풀룸의 재침전 기간, 역학 및 영향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3.5.4.2. 개발된 유체역학적 풀룸 모델링

2.3.5.4.2.1. 잔사의 수층방류에 의한 확산범위 추정

해저자원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사를 수층에 방류하는 경우, 잔사는 해류에 운송되어 일정한 

범위로 확산되어 간다. 해저 광물자원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사는 해양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잔사의 확산범위와 퇴적양상은 해양 환경 영향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이다. 본 

연구는 그 확산 범위 추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확산범위 추정 조건은 수심 5,000m 해역에서 잔사를 약 

1,200m 수심에 방류하는 조건이다.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사는 채광광물 처리과정에 따라 다양한 

입자의 잔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채광영역의 퇴적토사가 채광과정에서 흡입되어 배출하는 조건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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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사확산 모형의 지배방정식

잔사의 확산양상은 잔사의 이류(advection), 확산(diffusion), 그리고 침강(settling) 영향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기서,  = 시간(t)과 공간(s) 조건에서의 잔사 농도(mg/L 또는 입자의 개수), 

    (수평-연직방향의 유속, 연직방향은 침강속도 포함),  = 잔사의 침강속도

(m/s),      (수평방향 확산계수 (), 연직확산계수 (), 단위는 ㎡/s)이다. 일반적으

로 연직방향의 유속은 관측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치

모형의 해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력이 가능하다.

잔사의 확산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는 흐름, 입자크기, 배출(교란) 부하량이다. 여기서 

해류는 잔사의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해류의 변동양상은 잔사를 수층 방류하는 

경우, KOMO1 정점의 1,200m 정도 지점의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해류는 

시간적인 변동 양상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월별 해류 특성을 분석하여 월별로 확산범위를 

추정하였다. 확산 범위 추정에 사용한 수평 확산계수는 해류의 공간적인 변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1~10(㎡/s) 범위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연직확산계수는 10-4~10-6 (㎡/s) 범위의 수치를 

사용한다. 확산 범위의 중심은 월별 평균 유속이 결정하며, 확산 영역은 수평 확산계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잔사확산 모형의 입력정보 추정

KOMO1 지점(수심 5,020m) 해류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 

분석에 사용한 해류 관측 기간 및 관측 수심(약 3년 동안의 30분 간격 자료)

(1) 2009.08.20~2010.07.14. 1,258m

(2) 2010.07.18~2011.07.22. 1,276m 

(3) 2011.08.03~2012.09.08. 1,254m

KOMO1 정점의 월별 기본 해류 정보(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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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Monthly-mean Speed

(㎝/s)

Direction

(°,N, CW)

Standard deviation

U (㎝/s) V (㎝/s)  (㎝/s)  (㎝/s)

1 -0.65 0.89 1.10 -35.93 3.32 3.45

2 -2.44 0.04 2.44 -88.95 3.26 3.02

3 -3.07 -0.22 3.07 265.85 2.45 2.57

4 -2.28 1.60 2.78 -54.97 2.76 3.17

5 -2.28 -0.22 2.29 264.44 3.24 2.92

6 -2.46 0.26 2.48 -83.91 2.82 3.28

7 -3.07 -0.50 3.11 260.73 3.48 3.02

8 -1.89 -1.07 2.17 240.55 3.22 3.11

9 -0.83 -0.15 0.84 259.80 3.70 3.17

10 -0.04 -0.38 0.38 185.72 2.77 3.49

11 -1.07 0.17 1.08 -80.70 4.25 3.15

12 -0.08 1.02 1.02 -4.50 3.93 3.75

표 2.3.5.1  해류의 기본 통계정보(KOMO1 지점)

또한 수층에 배출되는 토사입자의 크기는 잔사의 침강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이다. 잔사는 다양한 입경(grain diamet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로 

구분하여 확산범위를 추정한다. 매우 작은 크기의 잔사는 침강속도가 연직 확산계수와 대등한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유 상태가 되어 저층으로 침강-퇴적되는 범위로 정의되는 확산 범위는 무한정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잔사를 고려하기 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크기 범위에서 확산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사의 점성-응집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 입자크기에 따른 침강속도는 다음과 

같다(표 2.3.5.2). 

입경(㎛) 침강속도(m/day) 침강시간(1m 기준)

0.1(colloid) 0.00482

0.25

0.5 0.0012 83일

1.0 0.048 20일

2.0 0.193 5일

4.0 0.771 32시간

8.0 3.08 8시간

16.0 12.33 2시간

표 2.3.5.2  입자크기에 따른 침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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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사의 크기에 따른 구분과 침강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용한 저층 퇴적토사의 입도에 따른 

중량비율 분포(그림 2.3.5.1)를 분석하였으며, 토사의 크기는 대략 2㎛ 정도가 중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사구분은 입도분포와 중량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퇴적물질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토사 유형의 크기범위의 중간수치를 대표입경으로 간주하여 침강 속도를 

계산하였다(van Rijn, 1989). 계산된 침강속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lay 유형 토사의 경우 

침강속도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잔사의 밀도는 밀도분포 자료(그림 2.3.5.2)의 

최빈(mode) 수치에 해당하는 2.45 Ton/㎥ 수치를 이용하였다.

◦ 입도 8㎛ 이상의 fine silt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11.2㎛,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5.48m/day.

◦ 입도 4~8㎛ 범위의 very fine silt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5.6㎛,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1.37m/day

◦ 입도 2~4㎛ 범위의 coarse-clay 유형(전체 잔사의 20% 차지), 대표입경은 2.8㎛,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34m/day

◦ 입도 1~2㎛ 범위의medium-clay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1.4㎛,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086m/day

◦ 입도 1㎛ 이하의 fine-clay 유형(전체 잔사의 35% 차지), 대표입경은 0.7㎛, 대표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021m/day.

그림 2.3.5.1  토사의 입도에 따른 중량비율 누적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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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  토사의 밀도분포. 

잔사확산 모형–입자추적기법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입자 추적모형을 이용한 확산범위 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공식은 다수의 

입자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입자의 초기위치(잔사 배출위치[원점])를  라고 가정하는 

경우, 모의시간 동안의 이동-확산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모의시간은 저층에 도착한 입자는 다시 

부유(resuspension)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저층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  


   

⋅⋅⋅  


   

 ⋅⋅⋅  

여기서, = 배출되는 잔사를 입자로 간주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 -번 잔사의 위치이며,  

= 시간단계로, 초기조건은  , (n+1) 조건은 (n+1)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연직방향 위치변수 

()가 해역의 수심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저층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수평이동을 

중지한다.

연구결과 및 토의

확산 범위는 수층에 배출되는 잔사의 침강거리가 중요하며, 수심 5,000m 지점의 해역에서 1,200m 

지점에 잔사를 배출하는 조건에서는 침강거리가 3,800m 정도가 된다. 수층에 배출하는 잔사의 해류에 

의한 이동영역의 중심과 확산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그림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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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3  저층 교란토사의 확산 범위(등농도선)의 중심 위치(적색타원).

이 조건을 이용하여 배출잔사의 월별 확산범위와 확산영역의 중심 위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5.3). 수심 1,200m 지점에 잔사를 배출하는 경우, 작은 크기의 잔사는 침강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으로 수만㎞ 지점까지 이동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 계산은 배출지점의 

흐름이 해역에 일정하게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범위가 수십~수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 

흐름조건의 가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결과로 판단되나, 누적 이동거리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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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 type fine~silt very  fine~silt coarse~clay medium~clay fine~clay

Month E(+)W (㎞) N(+)S(㎞) E(+)W (㎞) N(+)S (㎞) E(+)W (㎞) N(+)S (㎞) E(+)W (㎞) N(+)S (㎞) E(+)W (㎞) N(+)S (㎞)

1 -387 534 -1,548 2,136 -6,236 8,606 -24,655 34,024 -100,966 139,338 

2 -1,463 27 -5,853 107 -23,582 431 -93,233 1,705 -381,809 6,982 

3 -1,837 -133 -7,347 -533 -29,606 -2,149 -117,045 -8,495 -479,328 -34,789 

4 -1,365 956 -5,458 3,826 -21,993 15,416 -86,949 60,948 -356,078 249,595 

5 -1,365 -133 -5,461 -532 -22,003 -2,143 -86,988 -8,474 -356,238 -34,704 

6 -1,475 157 -5,899 629 -23,769 2,536 -93,969 10,028 -384,826 41,065 

7 -1,837 -300 -7,350 -1,200 -29,616 -4,835 -117,087 -19,114 -479,498 -78,277 

8 -1,134 -640 -4,535 -2,561 -18,274 -10,318 -72,247 -40,791 -295,868 -167,048 

9 -496 -89 -1,986 -357 -8,001 -1,439 -31,632 -5,690 -129,540 -23,304 

10 -23 -227 -91 -906 -366 -3,653 -1,445 -14,440 -5,919 -59,137 

11 -639 105 -2,556 419 -10,299 1,687 -40,716 6,669 -166,744 27,310 

12 -48 609 -192 2,435 -772 9,812 -3,053 38,793 -12,504 158,865 

표 2.3.5.3  토사 확산범위의 중심 위치(배출지점(0,0) 기준, 1,200m 잔사배출조건)



- 283 -

확산거리는 평균 유속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확산 영역의 중심은 월별로 해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잔사 배출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확산 영역의 중심은 월별 평균유속이 

우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확산범위는 배출 잔사가 저층에 침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입자가 확산 영역은 크게 나타나며, 동일한 부피의 경우 퇴적 두께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확산범위 계산결과로 제시된 확산영역은 평균 퇴적깊이(thickness, )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교란 이전의 퇴적토사에 대한 압밀 영향은 무시).

 

×

여기서,  = 퇴적 잔사의 평균 두께(m),  = 배출잔사의 기준 체적(㎥)으로 본 추정결과에서는 

100,000 ㎥ 수치로, 저층 교란 영역(1,000m × 1,000m), 교란 깊이(0.1m)에 해당하는 체적이다. 또한 

 =  유형의 토사가 전체 토사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중량비율을 체적비율로 간주), 
 =  

유형의 토사가 확산-퇴적되어 차지하는 면적(㎡)이다.  

수층 1,200m 지점에 배출하는 잔사의 배출농도는 전체 배출수량에서 1~5% 정도를 잔사가 차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0,000~50,000mg/L 정도의 아주 높은 농도로 배출하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 농도는 

토사의 침강특성을 자유 침강영역, 응집(flocculation) 침강영역, 간섭 침강(hindered settling)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간섭침강 영역에 해당한다(Mehta, 2014). 따라서 기존의 침강속도 계산은 

자유 침강영역으로 간주하여 입자의 크기로 침강속도를 계산하였으나, 농도의 함수로 제시되는 

침강속도 계산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응집 침강영역의 침강속도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이 농도의 

함수로 표현되며, 응집 침강영역과 간섭 침강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침강속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응집 침강영역의 침강속도 계산공식

  
, (부유토사의 농도, kg/m3)-Flocculation settling 영역

간섭 침강 영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침강속도 계산공식

   
 






  여기서, (m/s), (kg/m3)이다. 침강속도 방정식에 포함되는 계수는 해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평균 수치는     각각 0.092, 6.67, 1.68, 1.53이다(Mehta, 2014).  

배출 지점의 농도는 간섭 침강영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출 직후 강한 제트흐름에 의한 초기 

희석과정을 거치는 경우, 배출지점의 농도는 어느 정도 희석되기 때문에 응집침강 영역의 농도로 감소

할 수 있다. 침강속도는 확산범위 계산결과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산 범위를 

추정하고자 하는 배출 잔사의 침강속도 실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식을 이용하여 간섭 

영역조건과 응집영역조건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농도조건을 약한 희석조건(배출농도의 10% 수준, 

5,000mg/L), 강한 희석조건(배출농도의 1% 수준, 500mg/L)으로 가정하여 확산 범위를 추정하여 제시하

였다(표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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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사 배출지점의 농도, 약한 희석조건, 강한 희석조건에서의 침강속도는 각각 0.58(m/day), 

7.3(m/day), 0.45(m/day)으로, 희석조건에서는 응집 침강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토사유형에 따른 입자크기가 아니라 잔사의 농도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사유형의 구분에 따른 

확산 범위가 아니라 전체 배출잔사에 대한 확산범위가 제시된다. 또한 고농도 조건에서는 침강속도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잔사배출 지점의 근역(near-field)에서의 혼합양상을 

적절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수심 1,200m 배출조건에서는 확산 영역은 Case 1, 2 조건에서 각각  20,000㎢ 이상, 2,000㎢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 경우의 퇴적 두께는 각각 0.005㎜, 0.05㎜ 정도로 계산되었다.

Case 1.

5,000mg/L 농도 조건

(침강속도 0.45m/day)

Case 2.

500mg/L 농도 조건

(침강속도 7.3m/day)

Month EW (㎞) NS (㎞) EW (㎞) NS (㎞)

1 -3,655.7 5,045.0 -290.5 400.8 

2 -13,824.1 252.8 -1,098.4 20.1 

3 -17,355.0 -1,259.6 -1,378.9 -100.1 

4 -12,892.5 9,037.1 -1,024.3 718.0 

5 -12,898.3 -1,256.5 -1,024.8 -99.8 

6 -13,933.3 1,486.8 -1,107.0 118.1 

7 -17,361.1 -2,834.2 -1,379.4 -225.2 

8 -10,712.4 -6,048.3 -851.1 -480.5 

9 -4,690.3 -843.7 -372.7 -67.0 

10 -214.3 -2,141.2 -17.0 -170.1 

11 -6,037.3 988.8 -479.7 78.6 

12 -452.7 5,752.0 -36.0 457.0 

표 2.3.5.4  잔사 배출농도 희석조건에 따른 확산 범위(수심 1,200m 배출조건)

결론 

수심 1,200m 지점에 잔사를 배출하는 경우, 작은 크기의 잔사는 침강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으로 수만㎞ 지점까지 이동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침강 잔사의 퇴적두께는 무시할만한(감지가 

곤란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잔사의 배출농도를 고려하여 응집 또는 간섭침강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각각의 확산 영역은 Case 1, 2 조건에서 각각 20,000㎢ 이상, 2,000㎢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 

경우의 퇴적 두께는 각각 0.005㎜, 0.05㎜ 정도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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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2.2. 해양수치 모델(ROMS-KODOSmodel)

태평양 심해 환경조사는 우리나라 단독 개발 지역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수층 및 심해 저층 환경 자료 구

축을 통해서 심해저 광물 자원 상업 생산에 따른 인위적인 환경 변화 예측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목적이

다. 이를 위해서 심해저 망간단괴의 탐사 및 채광에 따른 환경 변화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해수의 특성 및 상층과 심층/저층 해류의 특성이다. KOMO 정점의 수심 약 5,000m 해저 부근에서

는 최장 2003년 7월부터 2013년 7월에 관측한 약 11년의 심층 해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

축된 ROMS 3차원 해양 모델(1/36 °수평 격자)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정밀한 해양 수치모델은 KODOS 탐사해

역에서 저층 풀룸의 확산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해양 수치 모델(ROMS-KODOSmodel)

본 연구에서는 KODOS 탐사해역에서 저층 풀룸의 확산 모델(ROMS-KODOSmodel)을 구축하기 위하여,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해양 수치 모델을 사용하였다(Arakawa and Lamb, 1977, Song and 

Wright, 1998, Shchepetkin and McWilliams, 1998, Large et al., 1994). 모델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열

린 경계를 갖는다. 이 경계에서의 적절한 조건이 주어질 때, 모델은 성공적으로 영역의 제반 현상을 재

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린 경계조건을 위하여, 현재 고해상도 전 지구 해황 예보에 사용되고 있

는 HYCOM+NCODA Global 1/12 °Analysis의 하루 간격의 일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표 2.3.5.5). 본 연

구에서 모델은 1/36°의 해상도를 가지며, 경계 조건으로는 HYCOM+NCODA Global 1/12 °Analysis를 이용하

였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해수면에서의 바람응력을 위해 6시간 간격의 CFSR 바람장을 사용하였으며, 

해저면의 마찰응력은 quadratic bottom friction equation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3.5.4은 본 연구에서 실험한 수치모델의 영역 및 지형도를 보여준다. 모델의 수치 적분은 2009

년 1월 1일의 HYCOM 예보 데이터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분하였다. 적분하

는 동안, 2D와 3D 운동량은 10일 간격으로 Nudging을 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분하면서, 매

해 일평균 데이터를 산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Horizontal resolution 1/36 °

Horizontal range of numerical experiment 5.5 °× 5 °

The number of vertical level 50

Wind forcing data CFSR 6 hourly data

Boundary condition data HYCOM+NCODA 1/12 ° dailymean data

Topography data ETOPO 1

Thickness of the most upper layer 5m

Thickness of the most lower layer 15m

표 2.3.5.5  본 연구 모델에서 사용한 모델 디자인 및 외부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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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모델의 영역 및 해저지형

(수심: 미터, 곡선 간격: 100m).

수치 모델 결과와 관측 자료의 비교

본 연구에서 구축된 수치모델(ROMS-KODOS)은 2009~2013년까지 관측된 평균 해류 분포를 상당히 잘 

재현하고 있다(그림 2.3.5.5). 모델에서 재현된 해류와 관측 해류와의 평균 방향 차이는 약 40 °, 유속 

차이는 0.15~0.23㎝/s(관측치의 17.6~24.5%) 이었다. 

그림 2.3.5.5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측해류 및 수치모델(ROMS)에서 재현한 해류의 연평균 유속 및 방향 

(a) 약 1,250 m, (b) 약 5,000 m(실선: 모델해류, 파선: 관측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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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6~8월) 평균 유속과 유향은 수심 약 1,250m의 중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1.42㎝/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도 1.10㎝/s, 유향은 남서류이며, 방향 차이는 19.21°이었다. 수심 약 5,000 m의 

심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3.94㎝/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2.32㎝/s, 유향은 북동류로 

방향 차이는 7.11 °이었다. 여름철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는 유향과 유속 모두 잘 일치하고 있다(그림 

2.3.5.6). 겨울철(12~2월) 평균 유속과 유향은 수심 약 1,250m의 중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1.05㎝/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0.43㎝/s, 유향은 북향류를 나타내며, 방향 차이는 15.53° 이었다. 

수심 약 5,000m의 심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0.52㎝/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0.46㎝/s, 

유향은 각각 남향류와 서향류로 방향 차이는 94.66°이었다(그림 2.3.5.7). 겨울철에 심층에서는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의 유속을 비교했을 때, 모델은 관측과 비슷하게 모의를 하였으며, 저층에서는 이전 

연구에 비해 유향의 차이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2.3.5.6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측 해류 및 수치모델에서 재현한 해류의 여름철 평균 유속 및 

방향 (a) 약 1,250m, (b) 약 5,000m(실선: 모델해류, 파선: 관측해류).

그림 2.3.5.7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측 해류 및 수치모델에서 재현한 해류의 겨울철 평균 유속 및 방향

(a) 약 1,250m, (b) 약 5,000 m(실선: 모델해류, 파선: 관측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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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의 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같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KOMO 정점 해류의 이동거리는 수치 

모델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수심 1,250 m에서는 119㎞, 해저부근에서는 376㎞ 이었다(표 2.3.5.6). 

같은 기간 관측에서는 수심 1,250m에서 약 250㎞, 해저 부근 (5,000m)에서는 약 472㎞의 거리를 

나타낸다.

수 심(m)

초기 1년(2009) 동안의 이동 거리(㎞)

관측 Model

1,250 250 119

5,000 472 376

표 2.3.5.6  2009년 1년 동안 관측과 수치모델로 계산한 해류에 의한 이동 거리

결론

본 연구에서는 ROMS 3차원 해양 모델(1/36 °수평 격자)을 이용하여, KODOS 탐사해역에서 저층 풀룸의 

확산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에서 재현된 해류와 관측 해류와의 평균 방향 차이는 약 40°, 유속 차이는 

0.15~0.23㎝/s(관측치의 17.6 ~ 24.5 %)이었다. 여름철 수심 약 1,250m의 중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1.42㎝/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도 1.10㎝/s, 유향은 남서류이며, 방향 차이는 19.21 ° 이었다. 

수심 약 5,000m의 심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3.94㎝/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2.32㎝/s, 

유향은 북동류로 방향 차이는 7.11°이었다. 여름철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는 유향과 유속 모두 잘 

일치하고 있다. 겨울철 수심 약 1,250m의 중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1.05㎝/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0.43㎝/s, 유향은 북향류를 나타내며, 방향 차이는 15.53°이었다. 수심 약 5,000m의 심층에서 

관측 해류의 평균 유속은 0.52㎝/s, 모델 해류의 평균 유속은 0.46㎝/s, 유향은 각각 남향류와 서향류로 

방향 차이는 94.66°이었다, 특히 저층에서 이전 연구에 비해 유향의 차이가 크게 개선되었다.

2.3.5.4.2.3. 저층 교란에 의한 토사 확산범위 추정

해저자원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교란되어 부유되는 잔사는 일정한 범위로 확산되어 간다. 채광과정에서 

부유되어 해류를 타고 확산되는 토사의 확산범위는 심해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이다. 본 연구는 그 확산 범위 추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확산범위 추정 조건은 시험 채광으로 

저층의 퇴적토사가 교란되어 부유하는 조건이다. 저층 토사의 교란영역은 1,000m×1,000m 영역이며, 교란 

깊이는 0.1m 정도이다. 

부유토사 확산모형의 지배방정식

채광적업으로 교란되는 부유토사의 확산양상은 이류(advection), 확산(diffusion), 그리고 침강 

(settling)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기서,  = 시간(t)과 공간(s) 조건에서의 부유 토사의 농도(mg/L 또는 입자의 개수), 

    (수평-연직방향의 유속, 연직방향은 침강속도 포함),  = 부유토사의 침강속도

(m/s),     (수평방향 확산계수(), 연직확산계수(), 단위는 ㎡/s)이다. 일반적으로 

연직방향의 유속은 관측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치모

형의 해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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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토사의 확산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는 흐름, 입자크기, 배출(교란) 부하량이다. 

여기서 해류는 부유토사의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층 충격으로 교란-부유되는 

토사 풀룸 확산범위는 부유토사의 활발한 교란범위가 약 5m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류의 변동양상은 

BIS 정점(BIS-1, BIS-4 정점)의 자료가 가용한 상황이다. 해류 관측 자료에서 저층으로부터 15m 정도의 

높이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류는 시간적인 변동양상이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월별 해류 특성을 분석하여 월별로 확산범위를 추정하였다. 확산 범위 추정에 사용한 수평 확산계수는 

해류의 공간적인 변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1~10(㎡/s) 범위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연직확산계수는 10-4~10-6(m2/s) 범위의 수치를 사용한다. 확산범위의 중심은 월별 평균 유속이 

결정하며, 확산 영역은 수평 확산계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유토사 확산모형의 입력정보 추정

BIS 지점(수심 4,900~5,100m) 해류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    

(1) BIS1 2013.8.9~2014.8.24(5,016m)

(2) BIS4 2013.8.9~2014.8.23(4,890m)

(3) BIS1 2012.10.10~2013.7.31(5,107m)

(4) BIS4 2012.10.10~2013.7.31(4,985m)

BIS 정점의 월별 기본 해류 정보(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2.3.5.7).

Month
Monthly-mean Speed

(㎝/s)

Direction

(°,N, CW)

Standard deviation

U (㎝/s) V (㎝/s)  (㎝/s)  (㎝/s)

1 1.18 0.48 1.27 68.01 1.93 3.58

2 -1.30 -3.00 3.27 203.44 3.20 3.75

3 -0.27 -0.88 0.92 197.12 2.04 4.28

4 2.10 1.59 2.63 52.92 2.51 3.48

5 0.70 1.54 1.69 24.40 2.34 3.57

6 2.45 2.82 3.74 40.94 2.24 3.05

7 2.37 3.95 4.60 30.97 2.16 2.65

8 4.79 5.28 7.13 42.18 1.88 2.27

9 1.61 1.99 2.56 38.96 1.93 2.60

10 1.29 0.35 1.33 74.75 2.76 3.93

11 1.59 4.15 4.45 21.00 2.24 3.38

12 -1.76 -0.36 1.79 258.58 1.89 3.74

표 2.3.5.7  해류의 기본 통계정보(BIS 1 & 4 지점)

또한 저층 교란으로 부유되는 토사입자의 크기는 토사의 침강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산 범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이다. 토사는 다양한 입경(grain diamet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로 구분하여 확산범위를 추정한다. 매우 작은 크기의 토사는 침강속도가 연직 확산계수와 대등한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유 상태가 되어 저층으로 침강-퇴적되는 범위로 정의되는 확산 범위는 

무한정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토사를 고려하기 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크기 범위에서 

확산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사의 점성-응집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 입자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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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속도는 다음과 같다(표 2.3.5.8). 

입경(㎛) 침강속도(m/day) 침강시간 (1m 기준)

0.1(colloid) 0.00482

0.25

0.5 0.0012 83일

1.0 0.048 20일

2.0 0.193 5일

4.0 0.771 32시간

8.0 3.08 8시간

16.0 12.33 2시간

표 2.3.5.8  입자크기에 따른 침강속도

부유토사의 크기에 따른 구분과 침강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용한 저층 퇴적토사의 입도에 따른 

중량비율 분포(그림 2.3.5.8)를 분석하였으며, 토사의 크기는 대략 2 ㎛ 정도가 중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사구분은 입도분포와 중량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퇴적물질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토사 유형의 크기범위의 중간수치를 대표입경으로 간주하여 침강 

속도를 계산하였다(van Rijn, 1989). 계산된 침강속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lay 유형 토사의 

경우 침강속도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잔사의 밀도는 밀도분포 자료(그림 

2.3.5.9)의 최빈(mode) 수치에 해당하는 2.45Ton/m3 수치를 이용하였다.

◦ 입도 8㎛ 이상의 fine silt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11.2㎛,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5.48m/day.

◦ 입도 4~8㎛ 범위의 very fine silt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5.6㎛,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1.37m/day

◦ 입도 2~4㎛ 범위의 coarse-clay 유형(전체 잔사의 20% 차지), 대표입경은 2.8㎛,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34m/day

◦ 입도 1~2㎛ 범위의medium-clay 유형(전체 잔사의 15% 차지), 대표입경은 1.4㎛, 대표 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086m/day

◦ 입도 1㎛ 이하의 fine-clay 유형(전체 잔사의 35% 차지), 대표입경은 0.7㎛, 대표입경에 대한 

침강속도는 0.021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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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8  토사의 입도에 따른 중량비율 누적분포함수.

그림 2.3.5.9  토사의 밀도분포(Mode 밀도는 2.45Ton/m3).

잔사확산 모형 – 입자추적기법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입자 추적모형을 이용한 확산범위 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공식은 다수의 

부유토사 입자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입자의 초기위치(잔사 배출위치[원점])를   라고 

가정하는 경우, 모의시간 동안의 이동-확산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입자의 초기위치는 저층 

교란에 의한 부유토사의 경우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교란영역으로 표현되며, 본 연구의 경우 

교란영역을 교란고도 0~5m 영역으로 간주한다. 모의시간은 저층에 도착한 입자는 다시 부유 

(resuspension)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저층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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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 배출되는 잔사를 입자로 간주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 -번 잔사의 위치이며, 

 = 시간단계로, 초기조건은  , (n+1) 조건은 (n+1)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연직방향 위치변

수 ()가 해역의 수심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저층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수평이동을 

중지한다.

연구결과 및 토의

확산 범위는 교란 토사의 부유고도, 즉 침강거리가 중요하며, 저층 시험채광에 의한 교란실험의 경우, 

부유고도는 최대 5m 정도로 추정(평균 고도는 2.5m)되며, 평균 고도를 침강고도로 간주한다. 교란 토사

의 해류에 의한 이동영역의 중심과 확산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그림 2.3.5.10). 그리고 이

상의 조건을 이용하여 교란 토사의 월별 확산범위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5.9). 

그림 2.3.5.10  저층 교란토사의 확산 범위(등농도선)의 중심 위치(적색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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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fine-silt
very  

fine-silt
coarse-clay medium-clay fine-clay

M
EW 

(㎞)

NS 

(㎞)

EW 

(㎞)

NS 

(㎞)

EW 

(㎞)

NS 

(㎞)

E(+)W 

(㎞)

N(+)S 

(㎞)

E(+)W 

(㎞)

N(+)S 

(㎞)

1 0.5 0.2 1.9 0.7 7.5 3.0 29.6 11.9 121.1 48.9 

2 -0.5 -1.2 -2.1 -4.7 -8.3 -19.1 -32.7 -75.4 -133.9 -308.9 

3 -0.1 -0.3 -0.4 -1.4 -1.7 -5.6 -6.8 -22.0 -27.7 -90.0 

4 0.8 0.6 3.3 2.5 13.3 10.1 52.7 39.9 215.9 163.2 

5 0.3 0.6 1.1 2.4 4.4 9.8 17.5 38.7 71.8 158.3 

6 1.0 1.1 3.9 4.5 15.6 17.9 61.5 70.9 251.9 290.5 

7 0.9 1.6 3.7 6.2 15.0 25.1 59.5 99.1 243.6 405.8 

8 1.9 2.1 7.5 8.3 30.4 33.6 120.2 132.7 492.4 543.5 

9 0.6 0.8 2.5 3.1 10.2 12.6 40.4 50.0 165.6 204.8 

10 0.5 0.1 2.0 0.6 8.2 2.2 32.3 8.8 132.4 36.1 

11 0.6 1.6 2.5 6.5 10.1 26.4 40.0 104.3 163.9 427.1 

12 -0.7 -0.1 -2.8 -0.6 -11.2 -2.3 -44.2 -8.9 -180.9 -36.5 

표 2.3.5.9  교란토사 확산범위의 중심위치(배출지점 (0,0) 기준, 5m 부유 조건)

  Ref. ST = Sediment type, M =month

확산 거리는 평균 유속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확산 영역의 중심은 월별로 해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층교란실험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확산 영역의 중심은 월별 

평균유속이 우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확산범위는 배출 잔사가 저층에 침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입자가 확산 영역은 크게 나타나며, 동일한 부피의 경우 퇴적 두께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교란되는 부유토사의 평균 이동거리는 Silt 입자의 경우 최대 10㎞ 이내, 

대략 3㎞ 영역으로 한정된다. 반면 Clay 입자의 경우에는 10~00㎞ 정도, 매우 가는 점토 입자의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추정된다. 확산범위 계산결과로 제시된 확산영역은 평균 퇴적깊이(thickness, )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교란 이전의 퇴적토사에 대한 압밀 영향은 

무시).

여기서,  = 퇴적 잔사의 평균 두께(m),  = 배출잔사의 기준 체적 (m3)으로 본 추정결과에서는 

100,000 ㎥ 수치로, 저층 교란 영역(1,000m × 1,000m), 교란 깊이(0.1m)에 해당하는 체적이다. 또한 

 =  유형의 토사가 전체 토사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중량비율을 체적비율로 간주), 
 =  

유형의 토사가 확산-퇴적되어 차지하는 면적(m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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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층충격 실험 영역은 1,000m×1,000m, 교란되는 퇴적물의 두께는 0.1m, 전체 부피는 100,000 ㎥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토사밀도 2,500 kg(=2.5 톤)/m3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25 만톤의 토사가 

시차를 두고 교란되어 채광기 후방으로 부유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교란되는 토사는 채광기 후방 

흐름교란 영역으로 추정(임성진 등, 2014)되는 고도 5m 영역에 균등분배하고, 토사농도로 변환하면 약 

50,000(mg/L) 정도의 농도에 해당한다. 이 농도는 토사의 침강특성을 자유 침강영역, 응집(flocculation)

침강영역, 간섭 침강(hindered settling)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간섭침강 영역에 해당한다(Mehta, 

2014). 따라서 기존의 침강속도 계산은 자유 침강영역으로 간주하여 입자의 크기로 침강속도를 

계산하였으나, 농도의 함수로 제시되는 침강속도 계산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응집 침강영역의 

침강속도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이 농도의 함수로 표현되며, 응집 침강영역과 간섭 침강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침강속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응집 침강영역의 침강속도 계산공식

  
, (부유토사의 농도, kg/m3)-Flocculation settling 영역

◦ 간섭 침강 영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침강속도 계산공식

   
 






여기서, (m/s), (kg/m3)이다. 침강속도 방정식에 포함되는 계수는 해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수치는     각각 0.092, 6.67, 1.68, 1.53이다(Mehta, 2014).  

배출 지점의 농도는 간섭 침강영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출 직후 강한 후류(wake) 흐름에 

의한 초기 희석과정을 거치는 경우, 배출지점의 농도는 어느 정도 희석되기 때문에 응집침강 영역의 

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침강속도는 확산범위 계산결과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산 범위를 추정하고자 하는 잔사 또는 교란 토사의 침강속도 실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식을 이용하여 간섭 영역조건과 응집영역조건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농도조건을 약한 희석조건(교란 

농도의 10% 수준, 5,000mg/L), 강한 희석조건(교란농도의 1% 수준, 500mg/L)으로 가정하여 확산 범위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표 2.3.5.10).

토사 교란지점의 농도, 약한 희석조건, 강한 희석조건에서의 침강속도는 각각 0.58(m/day), 

7.3(m/day), 0.45(m/day)으로, 희석조건에서는 응집 침강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토사유형에 따른 입자크기가 아니라 잔사의 농도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사유형의 구분에 따른 

확산 범위가 아니라 전체 교란토사에 대한 확산범위가 제시된다. 또한 고농도 조건에서는 침강속도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교란지점의 근역(near-field)에서의 혼합양상을 

적절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저층 교란조건에서의 확산 영역은 Case1, 2 조건에서 각각 17.24㎢, 

1.37㎢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 경우의 퇴적 두께는 각각 5.8㎜, 73.0㎜ 정도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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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5,000mg/L 농도 조건
(침강속도 0.45m/day)

Case 2.
500mg/L 농도 조건

(침강속도 7.3m/day)

Month EW(㎞) NS(㎞) EW(㎞) NS(㎞)

1 4.4 1.8 0.3 0.1 

2 -4.8 -11.2 -0.4 -0.9 

3 -1.0 -3.3 -0.1 -0.3 

4 7.8 5.9 0.6 0.5 

5 2.6 5.7 0.2 0.5 

6 9.1 10.5 0.7 0.8 

7 8.8 14.7 0.7 1.2 

8 17.8 19.7 1.4 1.6 

9 6.0 7.4 0.5 0.6 

10 4.8 1.3 0.4 0.1 

11 5.9 15.5 0.5 1.2 

12 -6.5 -1.3 -0.5 -0.1 

표2.3.5.10  저층 교란조건에서의 희석조건에 따른 확산 범위

결론 

부유토사의 평균 이동거리는 Silt 입자의 경우 최대 10㎞ 이내, 대략 3㎞ 영역으로 한정된다. 반면 Clay 

입자의 경우에는 10~100㎞ 정도, 매우 가는 점토 입자의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란되는 부유토사의 농도영역을 간섭 영역조건과 응집영역조건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농도조건을 약한 

희석조건(교란 농도의 10% 수준, 5,000mg/L), 강한 희석조건(교란농도의 1% 수준, 500mg/L)으로 

가정하여 확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확산 면적은 각각 17.24㎢, 1.37㎢ 정도, 퇴적두께는 각각 5.8㎜, 

73.0㎜ 정도이다.

2.3.5.4.3. 집광로봇 주변해수의 흐름 및 확산모의

최근 심해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수천m의 깊은 심해 해저 면에 널리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는 대표적인 심해저 

광물자원으로 망간과 니켈 등의 많은 유용한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자원이다(채용배 외, 2016, 채용배 외, 2015) 이러한 망간단괴 채집이 이루어지는 심해 퇴적층은 

수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단괴 채집률과 같은 운전성능 변수도 중요하지만 심해저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심해저의 광물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복원과정에 대해 예측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해양환경에 대한 다양한 특성 자료가 요구된다(채용배 외, 2015). 이러한 광물 채광 과정에서 

심해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검토가 충분히 

수행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Amann and Beiersdorf 1993, 이진우 외, 2009). 이를 위해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검토가 면밀히 수행되어져야 하지만 심해 망간단괴 채집장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작동 메카니즘과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집과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데이터확보 및 체계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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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LRET Collegium, 2012, Chae et al., 2016). 일반적으로 심해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은 

주로 해저의 채집장치인 집광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변 해류의 이동 및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심해저 환경변화 영향의 최소화와 함께 효율적인 채광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광기 이동에 따른 주변 해수유동장의 변화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수년전부터 

망간단괴 시험채광장비를 개발하여 제작을 완료하였고, 2013년부터 수심 1,400m정도의 심해에서 망간단괴 

채광로봇 성능시험이 수행되었지만, 작업이 해저 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생태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주변의 해수유동장에 대한 측정실험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라 이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단괴의 채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집광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 특성을 

수치해석과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심해저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광기주변 해수 유동흐름의 특성 변화를 예측하였고 집광기의 채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망간단괴 입자의 

시간변화에 따른 거동 특성을 예측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방식의 집광장치(DSSRS)가 심해저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주변 해수의 유동장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집광기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코안다효과를 이용한 집광기 메카니즘의 해석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해석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축소모형 실험장치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위해 상용 전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가 사용되었고 

수리 모형실험은 9,000(L)×400(W)×450(H)㎜ 크기의 회류수조에서 실제 집광기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Flow-3D와 Fluent를 이용한 집광기 배출수의 흐름모의(1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망간단괴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로 인한 집광기 주변의 해수 유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심해저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이 분출 될 때, 이로 

인한 시간 별 유동흐름의 특성 변화를 해석하였다. 수치해석 수행에 앞서 망간단괴 채집장치의 형상은 

직사각형 단면으로 가정하였으며, 유출 단면의 유량은 0.35 ㎥/s, 유속은 1.75m/s로 가정하였다.

그림 2.3.5.11  해석 격자와 경계조건.



- 297 -

그림 2.3.5.12 망간단괴 집광기 주변의 유선분포.

그림 2.3.5.13 X-Y 평면에서의 유속분포의 변화(바닥에서부터 1.0 m 지점).

 CFD 해석을 통해 심해의 바닥에서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이 분출되는 

조건에서 시간 별 해수의 유동분포 특성을 FLOW-3D와 FLUEN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로 분석된 내용(예측)은 다음과 같다.

가) FLOW-3D와 FLUENT, 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유동 특성 변화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망간 채집장치의 형상이 직육면체구조로 되어 있어 일부영역(장치 앞 바닥부근과 윗면, 그리고 

뒷 부분)에서 유동의 와류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실제시스템에서 진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구조적인 보완이 추천된다.  

다) 해수유동장 내 유선의 분포가 망간 집광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집광기의 

길이방향으로 앞은 약 2배정도이고 뒤는 약 3배정도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 망간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 분출이 시작된 후부터 장치 앞부분에서부터 주변까지 

유동장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약 20 초 이후부터는 거의 정상상태의 유동분포가 이루어진다.

마) 전체적인 유동장 특성 관련 해석 결과는 CFD 해석의 난류 및 입구조건 등의 모델링기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추후 실험데이터와의 

보정을 통한 해석기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CFD를 이용한 집광기 주변 해수유동장 분석(Ⅰ)(2차년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해양 물리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망간단괴 채집 장치의 수치해석 위한 모델링 및 격자생성 작업을 수행하였고, 유출 단면의  

유속은 1.75m/s로 가정하였다.

        그림 2.3.5.14  해석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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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5  망간단괴 집광기 주변의 유선 분포.

그림 2.3.5.16  집광기 후방의 거리변화에 유속 분포(Y-Z 평면).

그림 2.3.5.17  집광기 후방의 거리변화에 난류운동에너지 분포(Y-Z 평면).

그림 2.3.5.18  1초, 10초 후 망간단괴 입자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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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CFD 해석을 통해 심해의 바닥에서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이 분출되는 

조건에서 해수의 유동분포 특성을 CFD 전산해석 프로그램(FLU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로 분석된 내용(예측)은 다음과 같다.

가) 망간 채집장치의 형상이 실제 시험운전중인 장치구조로 되어 있어 일부영역(장치 앞 바닥부근과 

윗면, 그리고 뒷 부분)에서 유동의 와류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동장 내 다양한 

작은 물체들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구조적인 보완이 추천된다.  

나) 해수유동장 내 유선의 분포는 망간 집광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집광기의 

길이방향으로 앞은 약 2배 정도이고 뒤는 약 2~3배 정도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집광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와류의 영향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 이후에는 점차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미소물체의 거동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망간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 분출이 시작된 후부터 장치 앞부분에서부터 주변까지 

유동장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망간층이 분리가 되는 물체들의 거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해수의 유동 속도 및 방향,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운전 조건 별 해수 유동장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전체적인 유동장 특성 관련 해석 결과는 CFD해석의 난류 및 입구조건 등의 모델링기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추후 실험데이터와의 

보정을 통한 해석기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CFD를 이용한 집광기 주변 해수유동장 분석(Ⅱ)(3차년도)

가) 집광기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유동장 특성의 변화 분석: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 운행에 따른 

해양 물리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0.1m/s의 일정한 해수유동이 정의된 해수 

영역 내에서 집광기가 해수유동 방향에 대해 0~90°의 각도로 0.75m/s의 일정한 이동속도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해수유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광기의 채집장치로부터 분출되는 

해수의 유속을 1.75m/s로 일정하게 가정하고 정상상태 난류유동으로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2.3.5.19  채집 장치의 구성. 그림 2.3.5.20  집광기 해석격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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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agnitude [m/s]

(a) 15 degree (b) 30 degree

(c) 45 degree (d) 90 degree

그림 2.3.5.21 유속분포 변화(Top view).

  

Turbulent kinetic energy [  ]

(a) 15 degree

(c) 45 degree

(f) 90 degree

그림 2.3.5.22 집광기 이동방향 각도 변화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 분포.

그림 2.3.5.23은 집광기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후류영역의 거리에 대한 난류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평균난류운동에너지는 집광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

만 이동방향 각도가 15°~45°인 경우 후류방향으로 감소하다가 부분적으로 약 9~12% 정도까지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약 30~40m 지점에서 난류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이동방향 각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최대 난류에너지 지점에서 집광기 주변에 강한 와류

가 형성되어 난류운동에너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난류운동에너지 변화 특성은 유

속이 느리고 집광기와 같은 장치의 출입이 거의 없는 심해저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운존 조건 별 해수 유동특성과 함께 변수집광기

의 구조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망간단괴 채취에 의한 심해저 생태계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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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3  집광기 이동방향 각도 변화에 따른 평균난류운동에너지.

그림 2.3.5.24는 해저면으로부터 채집된 집광기 주변 망간단괴 입자들의 확산거동을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 분출이 시작된 후 장치 앞부분에서부터 주변으로 유동장변화와 

함께 채집된 망간단괴 입자들이 점차 거동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입자거동특성은 해수유동과 

집광기 이동방향사이의 각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채집장치로부터 멀어질수록 망간단괴 

입자의 거동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도가 증가할수록 단괴입자들은 집광기주변으로 

해수유동과 함께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망간입자의 집광기주변으로 거동특성은 

채집장치의 분사장치의 속도가 높아지거나 흡입장치의 흡입압력이 변화될 경우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Particle residence time[s]

(a) 0 degree (b) 30 degree (c) 60 degree (d) 90degree

그림 2.3.5.24  이동방향 각도 변화에 따른 망간단괴 입자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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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SSRS 운전에 따른 해수의 유동장 특성 분석: 퇴적물 재부유 장치(DSSRS) 운행에 따른 해양 물리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CFD 해석을 위해 0.05m/s의 일정한 해수유동이 정의된 

영역 내에서 장치가 0.5, 0.75, 1m/s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나타나는 해수유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치의 교란 장치로부터 분출되는 해수의 유량과 흡입장치의 흡입량 그리고 재방출 

유량을 각각 60ℓ/s, 125ℓ/s로  일정하게 가정하고 정상상태 난류유동으로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2.3.5.25  저층 교란장치. 그림 2.3.5.26  DSSRS의 해석격자 시스템.

1 m/s

그림 2.3.5.27  DSSRS의 이동방향 각도 변화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 분포.

그림 2.3.5.28은 DSSRS 이동속도별 후방 거리에 따른 평균난류에너지의 변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동속도의 변화에 따른 난류에너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이동속도가 난류에너지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3.5.29는 망간단괴 집광기와 DSSRS의 후방에서 

나타나는 평균난류운동에너지를 비교한 것이다. DSSRS의 경우 장치 위쪽에서 12개의 분사장치로부터 

분출되는 해수에 의해 큰 난류운동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러한 영향이 후방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광기의 경우도 후방에서의 평균난류운동에너지는 집광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DSSRS에 비해 최대 평균난류운동에너지의 크기 및 감소율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두 장치의 후류영역에서 

나타나는 평균난류운동에너지의 변화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집광기에 비해 DSSRS가 심해저 생태계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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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8  DSSRS의 이동속도 변화에 따른 

평균난류운동에너지 변화.

그림 2.3.5.29  망간단괴 집광기와 DSSRS의 

평균난류운동에너지 변화 비교.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 프로그램(ANSYS Fluent)을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의 해수가 흐르는 영역 내에서 

집광기의 이동각도 및 이동속도 변화에 따른 해수유동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망간단괴 

입자의 거동을 예측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수의 유동과 집광기 이동방향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주변 해수유동장 특성의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각도가 증가할수록 집광기의 후방거리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의 감소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수 유동방향에 대해 45도로 이동하는 경우 후류영역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유동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집광기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후류영역의 거리에 대한 난류운동에너지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평균난류운동에너지는 집광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동방향 각도가 15°~45°인 경우 후류방향으로 감소하다가 부분적으로 약 9~12% 정도까지 증가 후 

다시 감소한다. 특히 약 30~40m 지점에서 난류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이동방향 

각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전산해석 결과(4차년도)

그림 2.3.5.30  해석영역. 그림 2.3.5.31  격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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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b) 30° (c) 60°

  (d) 90° (e) 120° (f) 150°  

그림 2.3.5.32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유속 분포.

(a) 0° (b) 30° (c) 60°

 (d) 90° (e) 120° (f) 150°  

그림 2.3.5.33  망간단괴 집광기 후방의 후류영역의 난류운동에너지 분포 변화.

(a) (b) (c)

(a) Averaged flow velocity variation behind the mining device for various moving directions
 (b) Relationship between turbulent kinetic energy and drag coefficient for various moving directions of 

mining device
 (c) Averaged turbulent kinetic energy variation behind the mining device for various moving direction

그림 2.3.5.34  수치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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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광기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유동장 특성의 변화 분석(Ⅱ):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 운행 시 

이동방향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집광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집광기가 해수유동 방향에 대해 0°, 30°로 이동하는 경우에 집광기 전방에서 이동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수유속이 감소하는 영역이 나타나고, 각도가 더 틀어질수록 복잡한 유동이 형성되어 

집광기가 30°~120°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수유속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해수유동 방향에 

대해 180°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후류영역의 평균유속이 의 약 0.99배 정도로 가장 느리고, 

변화량도 적다. 이를 통해 심해저에서 집광기가 해수 유동방향에 대해 60°로 이동하는 경우에 집광기 

후류영역에서의 유속이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된다.

(2) 집광기가 180°로 이동하는 경우에 후류영역에서의 평균난류운동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60°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집광기 후류영역에서의 평균난류운동에너지가 180°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해 약 57.37% 정도 크다. 이에 따라 심해저에서 집광기가 해수 유동방향에 대해 180°로 

이동하는 경우, 주변 해수유동장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60°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수유동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집광기의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 변화 특성은 항력계수 변화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집광기가 90°로 이동할 경우에 항력계수와 후류영역의 난류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광기의 항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통해 집광기 후류영역의 

난류운동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Coanda effect를 고려한 풀룸 확산 예측: 본 연구에서는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 망간단괴 집광기 

작동이 전산 해석상에서 구현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모델 및 해석조건을 가정하여 수행하였다. 

(a) (b)

그림 2.3.5.35  망간단괴의 거동.

그림 2.3.5.35의 (a) 채집장치 주변의 해수유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노즐로부터 분사된 물은 코안다 

효과에 의해 흡입관의 곡면을 따라 흐르게 되면서 가속된다. 이와 함께 유속이 빠른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해저면과 압력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즐 주변과 해저면의 압력차에 의해 해저면에 

분포되어 있는 망간단괴가 떠오르게 되고 해수유동을 따라 흡입관내로 흡입되어 그림 2.3.5.35의 (b)와 

같은 형태의 망간단괴의 거동이 나타난다. 여기서, 직경이 작은 입자는 채집이 이루어지고, 직경이 큰 

입자는 해저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집광기의 채집 성능과 풀룸의  교란 및 

확산 영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채집 장치의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형상 및 

운전조건 데이터가 필요하며, 예측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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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실험 내용 및 결과(4차년도)

가) 실험 장치 구성: 수리모형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축소모델의 크기는 기하학적 상사성(Geometric 

Similarity)을 최대한 보존하는 축적으로 실물과 모형의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한 1/40 스케일을 

선정하고, 선정된 축적으로 수리실험 수조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결정 방법은 유동이 시작되는 입구부

터 고정상 모델이 놓여 진 부분까지 완전 발달된 유동 (Fully developed Flow)을 고려하여 입구 길이

(4m)와 실험 구간(4m), 후류영역(1m)으로 나누어 수조의 전체 길이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수조 길이에 

Froude Number Scaling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 대비 축소모델에 필요한 유속을 얻어내 수조 폭과 높

이 및 펌프 성능을 선정하였다. 제작된 실험 수조와 배관연결 모습은 그림 2.3.5.37과 같다.

그림 2.3.5.36  유속 측정 시스템.

그림 2.3.5.37  배관 설계.

Prototypemodel Scalemodel

Length (m) 6.7 0.17

Width (m) 5.4 0.14

Height (m) 4.4 0.11

Other system Injection, Suction None

표 2.3.5.11  실제와 축소 모형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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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otype model (b) 1/40 scale model

그림 2.3.5.38  실제와 축소모형의 집광기 모델.

나) 실험 방법: 수조 내 단면에서 유속이 일정해 지는 거리에 그림 2.3.5.39의 (b)와 같이 축소 모델을 

수조 중앙에 고정시켰다. 이와 함께 측정 장비가 모델과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프로그램(Toshiba 

SF-98D)을 통해 Robot controller을 조정하였다. 유속 측정 범위는 해석 도메인과 같은 비율로 

설계하였으며, 1/40의 축소비에 따라 실험 장치에서 거리 25㎜는 실제 거리 1m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축소 모델의 뒤, 옆, 그리고 윗 방향으로 본 실험 장치의 측정 가능 거리는 Table  2.3.5.4~2.3.5.12에 

정리되어 있다. 축소모형 후방의 단면에서 측정점은 그림 2.3.5.39(c)와 같이 49개이며, 유동 방향으로 

800㎜까지 총 7개의 단면이다. 측정된 전압을 유속으로 환산하는 환산표는 그림 2.3.5.40에 나타낸 

것과 같다.

(a) test section (b) velocity measuring (c) measurement location

그림 2.3.5.39  유속측정위치.

Analysis Experiment

Rear 40m 800㎜

Left side 7m 175㎜

Right side 7m 175㎜

Upper side 7m 175㎜

표 2.3.5.12  측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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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40  측정 전압에 따른 유속.

다) Tuft 기법을 이용한 유동가시화 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수조 내 유동가시화 방법은 정성적인 

유동가시화 방법 중에 하나인 Tuft 기법을 사용하였다. Tuft 기법은 비행시험 및 풍동 실험에서 주로 사용된 

오래된 시각화 기술이다. 실험에 사용된 실은 20수 4합 이불 실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 0.6 우레탄 실을 

사용하여 유동을 가시화하였으며, 이불 실을 사용한 결과는 그림 2.3.5.41(a)에 나타낸 것과 같다.

우레탄 실은 수분을 흡수하지는 않으나 무게가 무거워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라앉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면사인 이불실의 경우는 길어질수록 엉킴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2.3.5.41(a)는 실험에서 나타난 

유선위에 벡터를 표시한 그림이다. 화살표의 크기는 속도의 크기와 무관하며, 흐름의 방향만을 나타낸 

것이다. 전산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로 표시한 벡터인 2.3.5.41(b)와 비교하여 보면 축소모형임을 고려하여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Experiment

(b) Numerical analysis

그림 2.3.5.41  유선과 유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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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및 평가: 축소모형에 대한 수조 실험결과로서 해수유동장 내 해수의 유속 및 

유선분포는 망간 집광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특성길이 방향으로 약 2~3배 정도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집광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와류의 영향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집광기 후방에서 나타나는 유속의 감소특성은 CFD 전산해석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해수유동장 특성에 대한 해석 및 실험 결과는 실제의 심해저 

작동조건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치의 형상, 이동속도, 이동방향 그리고 분사와 흡입 

메카니즘 등에 의한 복잡한 해수유동장 현상에 대한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차후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비교분석 및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Chae, 2016).

그림 2.3.5.42  유속변화 분포.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집광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 

특성을 CFD 전산해석과 축소모형을 이용한 수조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치해석과 축소모형의 상사성원리를 이용한 수조 실험을 통해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기주변의 

해수유동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해수유동장 내 해수의 유속분포는 망간 집광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집광기의 

길이, 폭, 높이와 같은 특성길이 방향으로 약 2~3배 정도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집광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와류의 영향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 이후에는 점차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집광기가 해수유동 방향에 대해 0°, 30°로 이동하는 경우에 집광기 전방에서 

이동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수유속이 감소하는 영역이 나타나고, 각도가 더 틀어질수록 해수유속이 

감소하는 영역과 후류영역이 합쳐짐에 따라 복잡한 유동이 형성되었다. 

(3) 집광기의 이동방향 변화에 따른 난류운동에너지 변화 특성은 항력계수 변화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고, 집광기가 90°로 이동할 경우에 항력계수와 후류영역의 난류운동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집광기의 항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통해 집광기 후류영역의 난류운동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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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간집광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 분출이 시작된 후부터 장치 앞부분에서부터 주변까지 

유동장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생성된 망간단괴 입자들의 거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해수유동과 집광기 이동방향사이의 각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각도가 증가할수록 

입자들은 집광기주변으로 해수유동과 함께 확산하게 된다.  

(5) 수조실험을 통해 집광기 후류영역에서 나타나는 유속의 분포는 해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CFD 전산해석을 통해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집광기 뒤쪽 중간 부분에서 나타나는 유속변화의 증감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각 실험의 결과는 

세굴과 퇴적현상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의 결과 값에 대한 보정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1차원이 아닌 2, 3차원 축소 모형 수조실험을 추가적으로 비교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심해저 망간집광기 주변의 해수유동장 특성에 대한 해석 및 실험 결과는 실제의 심해저 

작동조건의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장치의 형상, 이동속도, 이동방향 그리고 

분사와 흡입 메카니즘 등에 의한 복잡한 해수유동장 현상에 대한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비교분석 및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5.5. 생지화학적 변화

심해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과정은 오늘날 바다의 생산성(영양소 재생을 통해)과 유기물 재광화 및 

매장을 통해 지구 이산화탄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요소 플럭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해 

생태계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예: Sweetman et al., 2017). 방해받지 않은 생태계의 퇴적물 

생지화학은 화학적 및 미생물 제어 과정과 저서 먹이사슬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차례로 수층의 유기물을 저서군집에 제공하여 생물량과 전례 없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게 된다.

심해 채광의 환경영향을 다루는 대부분의 저서 영향 실험은 수십 년 전에 수행되었으며(예: 2.3.5.4.1. 

및 2.3.6.4.2. 참조) 생지화학적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지화학적 변화에 

대한 첫 번째 현장 조사는 1990년대 후반 이전에, 즉 교란이 발생한 지 몇 년 전에 수행되지 않았다(예: 

Haeckel et al., 2001a). 영향의 특성과 강도의 정확한 특성화에 필요한 최신 장비(예: ROV 대상 샘플링 

및 현장 센서)와 생지화학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히 통제된 조사 및 샘플링은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기타 최근 방법론적 발전(예로 미생물 군집의 특성화를 위한 분자 도구(예: DeLong, 2005))과 

저서 먹이그물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전달을 정량화하기 위한 펄스 추적 실험(예: Witte et al., 2003), 

저서 플럭스(예: Boetius and Wenzhöfer, 2009) 연구는 심해 생지화학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페루 분지의 DISCOL 실험 지역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교란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교란된 지역의 

표층 퇴적물의 지화학적 조성과 산화환원층은 여전히 강하게 변화되어 있었지만 공극수는 훨씬 빠르게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극수 프로파일은 26년 전의 교란되지 않은 지역과 교란된 지역 사이의 

주원소 및 미량원소 농도에서 주요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Paul et al., subm.). 

동시에, 많은 지화학적 및 생지화학적 매개변수는 예상외로 높은 수준의 공간적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채광관련 효과를 식별하고 저서경계층(BBL, Benthic Bounary Layer)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조건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Mewes et al., 2014, Mogollón et al., 2016, Volz et al., 2018, Vonnahme et al., 2020). 

이것은 또한 서로 다른 물리 및 화학 종 사이의 미량 금속 분포와 수주에서 미량 금속을 운반하는 

콜로이드 및 나노 입자의 역할을 포함한다(아래 2.3.5.6.1). 생지화학적 영향은 물리적 충격의 특정 

특성과 강도에 따라 다르며, 불안정한 유기물이 포함된 퇴적물의 표면 반응층이 손실되고 더 깊은 

퇴적층이 표면에 노출된 지역에서 가장 강한 영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GR, 2018). 이러한 

상황은 채광기가 최상층의 10~12㎝ 퇴적물을 제거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비슷할 수 있다. 남아있는 더 

깊고 더 단단한 퇴적층은 몇 센티미터의 재퇴적된 퇴적물로 덮일 것이다. 또한, 채광기 트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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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압축은 공극수를 짜낼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더 단단하고 덜 다공성인 퇴적물로 변화된 퇴적층은 

저서생물이 재서식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선한 유기물과 섞이는 생물 교란이 줄어드는 

관계로 안정적인 생지화학적 조건 및 과정을 재건하는데 어려워 보인다. 향후 채광기의 실해역 테스트나 

저층충격시험이 계획이 된다면 테스트 지역 및 주변 보존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화학적 기초조사가 

계획되어야 한다.

2.3.5.6. 유독성분의 배출

2.3.5.6.1. 퇴적물로부터의 금속방출

채광시험이나 채광기의 시험운용과 같은 인위적인 활동은 단괴의 완전한 제거, 부유 입자 및 퇴적물 

재퇴적, 압축, 풀룸의 형성 및 퇴적물의 상부 10~12㎝ 퇴적물의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저층수, 퇴적물과 수층의 경계면, 그리고 저서 경계면(BBL)에서 용해되어 입자에 결합된(독성) 금속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저충수에서 증가된 독성 금속 부하와 관련된 영향은 시험지역에서 직접 발생할 

수 있고 시험지역에서 멀어지는 풀룸 퇴적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층수에서 금속 농도를 증가시키는 

가능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용해된 금속이 풍부한 간극수를 상부 바닥수로 배출

◦ 광물의 용해 및 탈착으로 인한 퇴적물 풀룸 및 재처리된 퇴적물의 부유 입자 물질로부터의 

미량금속 유동

◦ 유기물의 재광물화와 관련된 미량 금속 유동

◦ Fe 및 Mn이 풍부한 (나노) 입자의 미량 금속 축적

테스트 사이트에서 생성된 플룸은 더 많은 양의 인공 Mn-산화물을 포함하는 미세한 점토에서 실트 

크기의 퇴적 물질로 구성된다. 부유 퇴적물 입자에서 미량 금속의 이동은 존재하는 광물의 용해도, 입자 

농도 및 크기에 의해  제어된다. 유사하게, 부유 입자에 대한 용해된 금속의 흡착은 존재하는 광물의 

유형에 크게 의존하며, Mn 및 Fe 산화물은 강력한 제거제가 될 수 있다. 이 광물들은 C-C지역 표면 

퇴적물에 비교적 풍부하며 단괴 채광에 의해 순환될 것이다. 독점 탐사광구지역의 저층수는 산화환경이고 

퇴적물로의 산소 침투 깊이는 약 2~3m이다(BGR, 2018). 산화된 공극수는 일반적으로 아산화 공극수에 

비해 낮은 금속 농도를 가지며, 상부 20~30㎝ 퇴적물에서 측정된 Mn, Fe, Co, Ni, Cd, As의 공극수 농도는 

바닥수와 유사하다. 무산소 공극수에서 고농도의 용존 금속이 방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러한 금속은 

저층수의 광물 입자 표면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즉시 입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실험실 실험에서 

입자농도가 증가하고 산화물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하면 수층에서 입자 반응성 요소의 흡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GR, 2018). 특히 Mn 산화물이 풍부한 표면 퇴적층의 재부유는 미량 금속의 강력한 

흡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화환경에서 용해된 금속의 방출은 대부분의 금속에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Koschinsky et al., 2001, 2003(a,b)). 주변 저층수와 비교하여 공극수 내 풍부한 

중금속은 바닥 현탁액으로 방출되지만 부유 입자에 대한 빠른 흡착에 의해 다시 고정될 것이다. 필수 전제 

조건은 지화학적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Mn, Co, Ni, Zn, Cu, Cd, Pb, Fe와 같은 양이온성 입자 

반응성 금속에 대해서는 교란 후 현탁액에서 빠른 소거가 관찰된 반면 Mo, V, U와 같은 음이온성 금속 

종은 강한 방출이나 흡착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 현재 지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엄밀한 독성 금속의 용해된 

농도의 강한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농도의 미량 금속으로 콜로이드/나노입자 풀이 증가하면 

여과섭식자에 의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예: Fe(산소)산화물 나노입자에 

금속 흡착). 현장 실험은(심해에 있는 Fe의 용해도와 Cu와 같은 다른 미량 금속은 천연 유기 리간드와 

콜로이드와의 합성에 의해 제어됨) 유기 리간드의 존재를 포함하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심해 바닥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의 실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게다가, 금속의 이동성과 유동성, 금속 이온의 

산화 상태 변화, 유기-금속 복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풀룸 입자와 재퇴적된 퇴적물 내의 미생물 

상호작용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향후 실해역 실험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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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2. 유압유 배출, 화학적 오염으로 인한 잠재적 독성

우발적 사건은 잠재적으로 유압유가 수주로 누출될 수 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일 누출이 발생하는 

드문 경우에 대비하여 Panolin Atlantis 5, 15 또는 22(스위스 Madetswil 소재 Panolin AG에서 제조) 

유형의 무독성이고 쉽게 생분해되는 오일(OECD 기준에 따름)을 사용해야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제조사(info@panolin.com)로부터 얻을 수 있다. 형광입자추적자(EcoTrace Fluorescent Tracer)는 단괴 

집광기에 의해 생성된 퇴적물 풀룸에 투입한다. 이 환경 친화적인 추적자는 퇴적물 풀룸과 함께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입자 추적자 카메라를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어 풀룸의 확산을 감시할 수 있다. EcoTrace 

Fluorescent Tracer는 영국 Argyll의 Helensburgh에 있는 c/o Environmental Tracing에서 제조되었으며 

천연 광물 및 열가소성 폴리머 기반의 형광 염료로 고체이며 불용성 용액이다. 7차 수정 92/32/EEC에 의해 

수정된 지침 67/548/EEC의 위험 물질 27조의 의미 내에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굴 

양식장을 포함한 태평양 조개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 정부 연구소(환경, 수산 및 

양식 과학 센터)와 함께 입자 크기가 5미크론인 저비중 ETS EcoTrace 입자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굴은 극도로 높은 농도의 EcoTrace 입자에 노출되었고 굴 내 흡수율과 농도, 제거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되었다. 결과는 추적자 입자 흡수의 결과로 입자가 어떤 테스트 동안 굴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택되거나 거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BGR, 2018).

2.3.5.7. 자연재해

독점광구의 기상 조건에 대한 장기 분석에 따르면 기상 조건은 일반적으로 6월, 8월 중순~10월 초순의 

탐사 작업에 적합하다(2.3.3.2.2. 참조). 기상 위험은 열대성 폭풍이나 허리케인에서만 예상되며 실해역 

시험 시 시험 선박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8월 중순~10월 초순 사이의 기간 

동안 폭풍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2.3.3.2.2.참조). 또한, 선장이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폭풍우 지역을 조기에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자연재해에는 화산 활동, 지진 활동, 퇴적물 슬럼핑 및 해저의 저서 

폭풍 발생 등이 포함된다. 지난 1000만 년 동안 허가 지역에서 해저 화산 활동이 없었으며, 이는 향 후 

실해역 시험 기간 동안 그러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지역의 최근 지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퇴적물 사태는 때때로 해산 근처(즉, 큰 

경사가 있는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층충격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이 계획된다면 적지 

선정을 통해 충격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심해 평원은 이러한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해양 지역에서 해저에 주요 침식/퇴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 저서폭풍이 해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대한민국 독점광구해역에서 10년 동안의 관측결과 순간적인 

최대 속도는 18.54㎝/s로 나타나고(2.3.3.2.3.2. 참조) 독일의 관측결과에서는 바닥 해류속도가 일반적인 

해류속도보다 최대 20㎝/s까지 2~3배 증가시키는 중간 규모의 소용돌이 통과 동안에도 탁도 측정은 바닥 

퇴적물의 재현탁과 ADCP 후방 산란 데이터도 수주에서 SPM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BGR, 2018). C-C에서 "저서폭풍"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기만적으로 사용되었다. C-C에서 

퇴적물을 재현탁시키는 "저서폭풍"의 신화는 Kontar and Sokov(1994)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저서폭풍"이라는 용어를 해저 위 6m에서 해류(13㎝/s까지)가 약간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분명히 중간 규모의 소용돌이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 퇴적물의 재부유가 

나타나지 않았고 13㎝/s의 흐름이 C-C에서 퇴적물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예: 

Gardner et al., 1984)를 기반으로 저서폭풍이 퇴적물을 재부유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C의 

광대한 해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사진 분석에서 매우 깨끗한 바닥 수역과 단괴표면에 퇴적물의 퇴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McCave and Hall(2006)에 따르면 최대 20㎝/s의 해류속도는 심해 퇴적물의 자연적인 

재현탁에 대한 예상 임계값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10년간의 저층해류 

관측결과는 해저에서 발생하는 저서폭풍의 가능성은 무시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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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이 섹션에서는 저층충격시험이 현재 사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설명 형식으로 

생물학적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저층충격실험이나 

집광기 시험이 해저와 그 위에 있는 수층에 대한 즉각적인, 단기 및 중간(2년)기간의 물리적 및 화학적 

영향과 충격에 대한 해저 유기체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생물현존량과 생물다양성의 회복과 

관련 생태계 기능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위험 평가 측면에서도 모델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데이터 입력은 유사한 영향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훨씬 더 포괄적인 미래 평가와 그러한 영향을 방지, 

수정 또는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2.3.6.1. 잠재적 영향 범주

저층충격실험 동안 생물군집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유형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서식지/단괴 제거

◦ 퇴적물 교란 및 풀룸 퇴적

◦ 해저 바로 위의 수층에서 증가된 풀룸 입자 농도

◦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변화

◦ 독성 퇴적물 및/또는 물질이 하부 수주로 방출될 가능성

◦ 소음 및 빛 공해

2.3.6.2. 표층에서의 생물학적 영향

표층에서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은 (1) 우발적 배출(탄화수소 오염, 유압유) 또는 표층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 (2) 선박 자체 또는 선박 기반의 선체 장착 음향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3) 선박 

자체에서 나오는 빛. 저층충격시험의 경우, 단괴가 표층까지 올라오지 않으므로 해수면에서 과도한 

퇴적물이나 담괴 쇄설물의 배출은 없다. 아직 계획은 없으나 활용될 선박은 1978년 의정서(MARPOL)에 의해 

수정된 1973년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관행에 관한 IMO 의무 

및 표준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IMO는 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선박과 관련된 사고의 

결과인지 또는 선박의 운항 배출로 인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오염 방지 조치를 규제한다. 바다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의 모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표이다. 선박 운영시 갑판 구역에는 표층수로 

기름이 우발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유출 방지 키트를 사용해야하며 해양 환경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박에 비상 대응 

절차가 있다. 또한 우발적인 유출이나 비일상적인 오염 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상 해양 오염 비상 

대응 계획이 시행될 것이다.

선박 자체에 의한 소음은 선적이 허용되는 표준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된 현대식 선체 장착 음향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을 임차해야한다. 음향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대형 해양 포유류가 통신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에 있는 저에너지, 

중간 주파수 신호(12㎑)를 사용한다. 어류의 청력은 대부분 1㎑ 미만의 소리로 감소하므로 음향 시스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BGR, 2018). 

큰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음향 시스템의 정확한 영향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다. 음원에서 동물의 거리에 

따라 영향은 감지, 의사소통의 차폐, 행동 반응(예: 방향 감각 상실), 음원 가까이에서 부상 및 청력 

상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20년 넘는 탐사기간 동안 광구지역에서는 고래나 더 큰 바다 

포유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좁은 테스트 영역 내에서 EM122 멀티빔을 산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동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AUV는 포유류가 발견되지 않는 해저에서 

수십 미터에서 수 미터 높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포유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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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는 자연광원이 없거나 발생하는 빛이 훨씬 약하거나 불규칙한 환경에 빛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빛 공해는 곤충, 조류 및 해양 포유류를 유인하는 지원선박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DNV.GL, 2016). 이 영향은 선박이 실험 지역에 있는 동안 미치는 일시적 영향이다. 수층에 직접 광을 

조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수행해야한다. 야간 작업 중에는 안전한 작업을 유지하면서 갑판 조명을 

최대한 제한할 것이다.

2.3.6.3. 중층에서의 생물학적 영향

저층충격시험이나 채광기 시험과 같은 규모가 적은 시험에서는 중층에 설치되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유출에 대한 영향, 잔사배출에 대한 영향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표층 예상되는 영향(2.3.6.2. 

참조)이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향후 양광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채광실험이 수행될 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2.3.6.4. 해저에서의 생물학적 영향

채광의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해 해저면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채광이 저서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심해 

해저면은 저서생물의 서식기질에 따라 암반과 연성퇴적물의 두 가지 형태의 서식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이중 심해의 암반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대한 환경 영향은 암반에 서식하는 열수생물과는 다른 

환경이므로 여기서는 연성저질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심해에는 깊은 수심에 의한 빈약한 먹이 공급 및 낮은 수온과 용존산소에 따라 저서생물의 개체수 및 

다양성은 연안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렇지만, 태평양 C-C 지역의 심해 망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 및 서식밀도를 보이는데, 이는 퇴적물 위의 망간 분포에 의한 서식처 이질성과 수층으로 

공급되어지는 높은 유기물 양과 관련이 높다(Amon et al.. 2016, Jones et al., 2017, Kaiser et al., 

2017, Wilson, 2017). 심해에서의 채광활동은 퇴적물에 살고 있는 저서생물 서식처 파괴 및 먹이 교란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ollner et al., 2017).

심해에서의 채광활동이 주변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1990년대부터 연구된 심해 망간단괴와 

망간각 채광 관련 많은 사례들에서 참고할 수 있다. Chung et al.(2002)은 심해의 해저면에서의 채광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보고하였다. 1) 채집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트랙 

만들어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생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생물들은 으스러지거나 

풀룸(plume)과 함께 퍼져나간다. 2) 퇴적물 풀룸이 재퇴적되면서 저서생물이 매장되거나 질식되어 죽게 

된다. 3) 심해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주요 먹이원은 수층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유기물의 양이며, 

대부분 표적물 표층에 쌓이는 유기물을 주로 이용한다. 이에 따라 채광활동에 의해 발생된 풀룸이 퇴적물이 

다시 쌓이게 되면, 퇴적물 표층을 덮게되어 먹이원이 사라지게 된다. 4) 채광활동 중에 퇴적물 안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 등은 퇴적물 주로 상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성저서생물에 대한 채광의 영향은 다시 대상 생물의 크기에 따라 망목 크기 1㎜를 통과할 수 있는 

현미경적 크기의 중형저서생물과 이보다 큰 일반적으로 퇴적물 표면과 그 아래에 구멍을 파고 살아가는 

다양한 대형저서생물로 구분되어진다. 심해 대형저서동물의 크기가 연안에 비해 작기 때문에, 최근에는 

0.25㎜ 이상 크기의 생물을 대형저서동물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적물 표면에 주로 서식하여 

심해관측 장비의 카메라로 관찰될 수 있는 2㎝ 이상의 초대형 저서생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크기가 가장 작은 중형저서생물은 일반적으로 퇴적물 표층 0~5㎝ 이내의 깊이의 퇴적물 틈에서 

살아가는데, 대형저서생물에 비해 수심의 증가에 따른 생물량 감소 기울기가 다소 완만한 편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단위 체중당 생리활성이 높으며, 생산량도 크기 때문에 심해 생태계에서의 그 역할과 중요성이 

대형저서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왔다(Raghukumar et al., 2001, Radziejewsk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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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atzberger and Jennings, 2002). 특히, 세대기간이 짧고 다양성이 매우 높은 중형저서생물 분류군인 

선형동물은 심해 서식지의 물리적 교란 등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Vopel 

and Thiel, 2001, Miljutina et al., 2010, Miljutina et al., 2011). 대부분의 연구는 상업적인 채광 전에 

소규모의 모의 현장 실험을 통해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실채광의 영향을 예상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대형저서생물에 대한 채광의 영향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중형저서생물 연구와 거의 병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태평양 해역에서 저층환경충격 시험을 통해 채광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Thiel and Schriever, 1990, Thiel, 1992, Borowski, 2001, Bluhm, 2001, Smith, 2002), 

2000년대 들어 인도양에서도 저층교란시험(Indian Deep-sea Environment Experiment, INDEX)의 사례가 

있었다(Ingole et al., 2005). 대형저서생물에 대한 심해에서의 채광의 영향은 중형저서동물이나 

미생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전체 저서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로서 군집 단위에 영향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owe, 1983). 특히, 대형저서동물은 중형저서동물이나 미생물에 

비하여 오랜 기간 생존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지표평가 방법이 개발되면 장기간의 환경지시자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6.4.1. 단괴 제거 및 표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남동태평양 독일의 망간단괴 광구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10.8㎢ 면적의 

해저면(수심 4,140~4,170m) 구역을 대상으로 “plough-harrow” 장비를 이용해 교란 시험이 진행된 DISCOL 

(Disturbance and Recolonination) project에서는 Nematoda와 Harpacticoida가 우점하는 중형저서동물은 

개체수에 있어 충격 시험 직후(DISCOL1~2)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Schriever, 1995). 특히 반년 

뒤에는(DISCOL2) Nematoda와 Harpacticoida가 더욱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중단된 먹이 사슬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충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종들도 먹이 공급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Schriever et al., 1991, 1992). 그러나 3년이 지난 (DISCOL3) 시기에는 이러한 분류군들이 

충격 시험 이전에 수행한 기초 환경 조사(baseline study)와 비교해 개체수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1) 천해 지역의 재착생(recolonization) 

연구로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빠르게 정착하는 기회종의 초과 작용이거나(Rumohr, 1980), (2) 저서생물 

개체수 밀도의 정상적인 자연 변동이 충격 이후의 변화를 가렸을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높은 개체수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먹이 공급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먹이 공급은 주로 유광층에서 

유입되는 많은 유기물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채광기의 저층 교란 실험시에 채광기가 지나간 

서식지(망간단괴가 제거)에서 대형저서생물 중 다모류(51%), 절지동물의 짠물응애류(72%), 등각류(82%), 

연체동물의 이매패류(91%)의 감소를 초래했으며(Borowski & Thiel, 1998), 해삼과 거미불가사리류 등의 

초대형저서생물은 교란 직후 매우 급격한 감소가 되었음이 보고되었다(Bluhm et al., 1995). 3년 이후의 

DISCOL3 단계 조사에서 교란 지역 대형저서동물의 총 개체수와 Polychaeta, Tanaidacea, Bivalvia의 

개체수가 증가한 점과 변량 분석(Anova)을 통해 확인된 유의수준 감소로 확인됐다(Borowski, 2001). 충격 

시험 이후 7년이 지난 시점(ECOBENT)에서 대형저서동물의 총 개체수와 그것들의 분류군 대부분은 모든 

지역(교란, 비 교란, 참고 지역)에서 유사한 개체수를 나타냈지만, Cumacea와 Bivalvia의 개체수는 비 

교란 지역에 비해 교란 지역에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형저서동물 가운데 우점 분류군인 

다모류(Polychaetes) 가운데, Paraonidae와 OphelⅡdae는 실험 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Paraonella 

abranchiata 종과 Ophelina abranchiata 종은 이러한 다모류 과(families) 중에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인도의 저층환경충격시험(INDEX)은 1997년에 진행되었으며, 저층충격시험 직후 및 저층충격시험 4년 

이후의 저서생물 영향을 평가하였다.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충격시험 이전에 비해 충격시험 이후 

표층에서의 대형저서동물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하부 퇴적물 내 대형저서동물의 양은 증가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은 저층교란 4년 후에 서식밀도가 증가하였지만(Ingole et al., 2005), 초대형저서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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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량은 회복되지 못하였다(Rodrigues et al., 2001).

BIE(The Benthic Impact Experiment)의 퇴적물 제거 실험 결과에서도 초대형저서생물(21~48%), 

대형저서생물(63%이상), 중형저서생물(23%)의 서식밀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재퇴적 실험에서도 저서생물의 

호흡과 섭식 기작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어, DISCOL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성저서 심해생물이 

물리적인 교란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Ingole et al., 2001, Raghukumar et al., 2001, Rodrigues et 

al., 2001). 

채광작업 이후 저서생태계로의 잔류 영향에 관한 연구는 Miljutin et al.(2011)의 C-C 지역에서 교란이 

있은 뒤 26년 후 중형저서생물의 주요 분류군인 선형동물의 종조성 변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고, 

Vopel and Thiel(2001)의 Eastern equatorial Pacific에서 교란이 있은 뒤 7년 후 변동 파악 연구, 

Raghukumar et al.(2001)의 Central Indian Basin에서 해저면에 트랙을 만들어 퇴적물 교란을 일으키고 

인근 주변과 비교하는 연구, Ahnert and Schriever(2007)의  Peru Basin에서 저서성 요각류의 

중형저서동물의 변동을 파악하는 연구, Radziejewska(2002)의 C-C 내에서 교란 후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 Miljutin et al.(2011)에 의하면, 1978년 미국 Ocean Minerals 

Company에 의해서 C-C 내에 시험 채광이 이루어지고, 이 후 26년이 지나고 나서 채광된 지역과 인근의 

대조구의 선형동물 군집을 비교한 결과, 채광장비가 지나가면서 해저면 위에는 1.5m 폭으로 퇴적물 상층 

4.5㎝ 정도를 걷어낸 트랙 홈은 계속 존재하였으며, 트랙 위의 정점에서 전체 선형동물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트랙 외부 정점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선형동물 다양도지수 또한 트랙 정점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선형동물의 군집 조성도 교란이 없었던 대조구 지역과는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퇴적물 내의 중형저서생물 중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인 

선형동물 군집은 26년 전에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채광의 교란의 잔류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Peru Basin에서 수행된 Vopel and Thiel(2001)의 해저면 교란 실험의 경우도 교란 후 약 7년 

뒤 장기적인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교란 지역과 인근의 대조구 지역의 선형동물의 군집을 비교한 결과, 

종 다양성과 풍부도는 교란지역과 대조구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교란 

지역과 대조구 지역에서 선형동물의 속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과(Family) 

수준에서는 두 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Monhysteridae와 Aegialoalaimidae에 의하여 

두 지역이 구분되어지는 교란의 장기영향을 나타냈다. DISCOL의 인위적 교란 실험에서는 교란 후 약 7년 

뒤 교란의 영향을 대조구와 비교한 결과, 교란이 있었던 지역의 선형동물 서식밀도가 교란이 없었던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요각류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서성 요각류 군집 조성에는 영향이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교란지역과 부유된 퇴적물이 

재퇴적된 지역 모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Radziejewska(2002)의 태평양 

C-C에서 이루어진 저층 교란 실험에서는 교란 직후와 교란 후 22개월 후 중형저서생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교란 직후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의 감소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선형동물과 저서성 요각류가 주로 우점하는 중형저서동물 군집 조성도 교란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트랙이 형성되어 교란이 이루어진 퇴적물 내에서 중형저서동물의 

수직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교란 22개월 후, 교란으로 인해 부유했던 

퇴적물이 다시 쌓인 교란 지역에서 전체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성저서퇴적물에 대한 교란 실험의 많은 연구사례들에서 단기 영향은 물론 22개월에서 7년, 

심지어는 26년에 이르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저서생물의 군집조성과 서식밀도 등에서 잔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직접적인 채광기의 교란이 없던 지역에서도 교란시 발생된 부유 퇴적물에 

의해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들은 대부분 연성저서퇴적물에 직접적인 교란을 준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암반에 위치한 열수광상을 채광시에 발생될 수 있는 교란의 영향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나, 연성저질 퇴적물을 교란하지 않고 암반 위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직접적인 

연성저서 생물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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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 채광으로 인한 단괴 제거는 단괴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고착성 생물군의 사멸, 서식지 제거 및 

파괴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광 장비의 흔적은 수천 년에 달하는 긴 시간동안 해저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gan et al., 1999). BGR에서 진행한 DISCOL 결과 단괴 채광은 

고착성 생물군과 유영성 생물군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채광 실험 7년 후에도 이들의 출현 종수와 

고착성 생물군의 개체수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Bluhm, 2001, 그림 2.3.6.1). 

그림 2.3.6.1  DISCOL 채광 시험 후(0, 0.5, 3, 7년) 고착성 생물군과 유영성 생물군의 출현 종수(좌) 및 

개체수(우) 변화 (Bluhm, 2001).

DISCOL 채광 시험 26년 후 이 지역에서 다시 거대저서생물의 밀도와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거대저서생물 

중에서도 현탁물 섭식자인 산호충류와 해면동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밀도는 

채광이 진행되지 않은 대조지역의 40% 수준에 그쳤다. 현탁물 섭식자들은 먹이를 잡아서 다른 생물들에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심해 먹이망의 전체 탄소순환에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괴 

채광으로 인한 이들의 밀도 감소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기능의 핵심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Simon-Lledó, 2019a). 본 연구지역에서는 평균 87.4%가 단괴 부착 생물군으로 나타났고, 주요 

우점 분류군이 현탁물 섭식자인 산호충류와 해면동물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단괴 제거가 광구지역의 

저서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층환경충격시험 지역인 BIS의 경우, 산호충류와 

해면동물이 KR5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탁물 섭식자가 받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2.3.4.2.3.1.참조).

독일과 프랑스 연구팀은 C-C의 해저면에서 심해 중형저서생물의 군집구조를 결정하는 주된 영향 요인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Singh et al., 2016). 1) 전체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서식지의 퇴적물의 단위면적당 망간단괴의 부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형동물의 서식밀도는 단괴가 차지하는 부피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다른 중형저서생물 분류군들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출현분류군수는 망간단괴가 차지하는 

부피가 크면 더 많은 수가 출현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중형저서생물의 먹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OC는 퇴적물의 silt 함량과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clay와 

sand의 함량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형저서생물의 군집 조성비와의 관계에서는 silt의 

함량과 선형동물, 윤충류의 조성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저서성 요각류는 clay의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분류군의 조성비 및 TOC와는 유의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4) 망간단괴 표면의 갈라진 틈과 선형동물의 속 및 과 수준에서는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정 종의 경우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망간단괴의 유무는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양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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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괴의 유무에 따라 특정 종의 서식이 결정됨을 시사하였다. 독일의 광구에는 모든 지역에서 단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괴의 표면특성과 단괴의 서식밀도와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프랑스의 광구에서는 단괴가 없는 곳에서 서식밀도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단괴 분포 

특성이 중형저서생물의 분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단괴 제거 및 교란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3.6.4.2. 퇴적물 교란 및 풀룸 퇴적(블랭킷)과 관련된 동물군 풍부도 변화

재부유된 퇴적물이 저층 바닥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여과식자 저서생물의 호흡기관을 부유입자가 

막아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퇴적물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무산소 퇴적물 등은 주변의 저서생물 서식에 

영향을 준다. 특히 C-C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북동태평양 심해지역은 빈영양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곳에 사는 심해 저서생물은 수층에서 공급되는 유기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Martínez-Arbizu and 

Haeckel, 2015). 특히, 수층에서 공급되는 유기물의 양이 대부분 퇴적물 표층에 퇴적되기 때문에, 표층 

퇴적물의 교란은 저서생물의 먹이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표층 퇴적물이 재 부유되면서 

표층 퇴적물의 입도가 바뀌고, 퇴적물 위의 생지화학 조성을 바뀌게 되어, 저서생물의 서식지 변환으로 

나타나 저서생물의 종 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태평양 지역에서 퇴적물 교란과 재퇴적에 따른 

저서동물의 영향 연구에서, 교란 후 1년 동안은 저서생물 분류군의 64%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영향을 받는 

저서생물은 분류군 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 NOAA의 저층충격실험(BIE)은 채광기 운영에 따른 재 부유된 

퇴적물의 환경 영향 및 저서생물 영향을 파악하였다. Sediment trap으로부터 계산된 재퇴적물 두께는 1㎜ 

이하로 파악됐다. 반면에 충격 시험 후 확보한 해저면의 사진 자료는 충격 지점 주변에서 망간단괴가 재 

퇴적된 퇴적물에 의해 1~2㎝ 정도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Trueblood and Ozturgut, 1997). 저층 충격 시험 

연구지역에서 파악된 대형저서동물(Macrofauna)은 71 종류로, 이 중 저층 충격에 대한 영향을 뚜렷하게 

받은 동물은 Amphinomidae(양목갯지렁이과), Sabellidae(꽃갯지렁이과),Macrostylidae로 파악됐으며, 

시간 경과(9개월)에 따라 영향을 나타낸 동물은 Amphinomidae, Capitellidae (버들갯지렁이과), 

Sabellidae, Paradaliscidae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과 시간 경과 둘 다 영향이 있는 동물은 

Amphinomidae, Kelliellidae, Anarthrurudae, Typhlotanaidae로 파악됐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대형저서동물들이 저층 충격 시험에 의한 퇴적물 재침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중형저서동물 중 

Nematoda(선형동물)는 1993년 충격 시험 후 채집된 시료에서 충격 지역과 참고 지역 간에 뚜렷한 개체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p=0.2), 충격 시험 후 9개월이 지난 1994년에 채취한 시료를 비교한 결과 충격 

지역에서 개체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p=0.02). 채광시 부유된 퇴적물이 재퇴적된 지역에서는 

대형저서생물과 초대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에 근소한 감소가 나타났는데, 채광시험 후 3년 정도 후에는 

서식밀도가 교란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대형저서생물 군집의 종조성은 교란 후 7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orowski and Thiel, 1998, Borowski, 2001). 이보다 더 작은 크기의 

중형저서생물 중 우점하는 선형동물은 교란 직후에 서식밀도나 생체량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서성 요각류의 경우는 서식밀도와 다양도가 감소하였으며, 7년 후에도 교란의 영향이 남아 

있음이 보고되었다(Ahnert and Schriver, 2001, Vopel and Thiel, 1998).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1970년 

이후로 태평양, Peru Basin, 인도양 등 세계의 여러 심해지역에서 11건의 망간단괴 채광에 대한 소규모 

저층 환경 충격실험이 실시되었는데, 각 실험의 방법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조건이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Jones et al., 2017, Gollner et al., 2017). 태평양의 7곳에서 26년 이상의 

저층 충격에 대한 복합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있었는데, 채광 직후에 극심한 충격이 있었고, 전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다양도의 감소가 나타났다(Jones et al., 2017). 

특성 생물군집은 충격 실험 후 20년이 지나서야 주변의 대조구의 생물량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착생물 및 크기가 작은 특정 생물군에서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단괴 채광은 직접적인 단괴 제거 외에도 인근 퇴적물 상부의 약 10~15㎝를 재부유·재침적시켜 현탁물 

섭식자들의 먹이 섭이에 영향을 주고, 무척추동물 유생의 분산과 착저를 제한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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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을 준다(Aleynik et al., 2017, Gollner et al., 2017). 또 이렇게 재부유된 퇴적물들은 단괴의 

물리적 제거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et al., 2018). 그러나 

현재까지 퇴적물 재침적이 거대저서생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퇴적물 교란 지역과 단괴 제거를 통한 직접적 교란 지역의 거대저서생물 밀도, 군집구조, 

다양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교란 정도와 종류에 따라 거대저서생물이 받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교지역의 설정과 모니터링이 권고된다(Simon-Lledó, 2019a).

2.3.6.4.3. 풀룸이 표서생물, 해저 청소부 및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

퇴적물 입자의 재침전에 의한 저서 생태계에 대한 블랭킷의 영향은 일부 BIE(예: Radziejewska et al., 

2001a,b, Radziejewska, 2002) 또는 자연 유사 연구(예: 화산재 낙진: Hess and Kuhnt, 1996, Haeckel et 

al., 2001b)에서 다루어졌지만 재부유된 높은 입자 농도와 풀룸의 연장된 수명이 예를 들어 유기체 질식, 

호흡기 또는 필터 막힘 또는 잠재적으로 유독하거나 산소를 소모하는 물질의 방출이 심해 동물군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심해환경에서 채광 풀룸의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해는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천해의 대표종을 대상으로 수행한 상황 퇴적물 노출 및 

생태독성 실험영향 실험 전후의 생태학적 상태 평가로부터 추론되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심해 산호와 해면을 다양한 유형의 미립자 물질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하여 아래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하였다(BGR,2018).

◦ Scleractinian 산호 Lophelia pertusa (Larsson et al., 2013)에서 높은 생존율과 약간의 준치사 

효과

◦ Octocoral Dentomuricea  대사율 감소, 조직 상태 악화, 조직 괴사 및 사망

◦ 해면 Geodia baretti에서 감소된 대사 활동과 함께 침전에 대한 높은 내성(Kutti et al., 2015)

고착 및 이동성 생물(예: 산호충류, 해삼)에 대한 풀룸(미립자 및 강화된 용해 금속 농도)의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유사한 테스트 및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실험의 짧은 시간적 및 좁은 공간적 규모로 

볼 때 이동성이 큰 표서생물과 해저 청소부 및 물고기는 가장 낮은 수층에서 빛, 소음, 진동 및 강화된 

입자 농도의 영향이 있는 충격 영역에서 쉽게 이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3.6.4.4. 생지화학적 변화, 저서 생태계 과정 및 미생물 활동

심해 퇴적물 충격실험에 의한 퇴적물내의 생지화학적 영향은 물리적인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강한 영향은 퇴적물 위에 있는 저서생물의 감소와 내부의 퇴적물이 퇴적물 표층으로 노출되어 나타나, 

저서생물의 먹이 섭취를 방해하거나 심해퇴적물내의 생지화학적 먹이망 순환에 변화를 주어, 저서생태계 

구조의 변동을 야기시킨다. 심해 퇴적물 내의 생지화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 ROV를 

이용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생지화학적 변화에 관련된 미생물 활동에 대한 연구는 유전자 분석 방법 및 

분석 장비 이용의 어려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페루 분지의 DISCOL 실험에 의하며, 

퇴적물이 교란된 26년 이후 조사에서, 퇴적물 표층의 지화학적 조성과 미생물 활동의 감소로 

산화환원층은 여전히 교란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화학적 변화가 공간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퇴적물 내의 공극수를 교란되지 않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요 미량 원소의 농도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지화학적 변화는 퇴적물내의 미생물 분해 

효율이 감소되어 질소 유기화합물의 전환율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퇴적물내의 질소 순환의 변화는 

퇴적물 내의 유기물 변동과 함께 저서생태계 내의 먹이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저서생물 가운데 중형저서생물은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해에서 중형저서생물의 서식밀도와 군집구조를 제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표층에서 심해저 바닥으로 침강되는 유기물로 보고되고 있다(Galéron et al., 2000, Danovaro et al., 

2002). 심해저면의 중형저서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는 수심, 저층해류, 퇴적물의 입도 등이 

있다. C-C에서는 해저면을 덮고 있는 망간단괴 역시 중요한 서식지의 환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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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의 구조 자체가 특정 생물군에게 서식지로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몇몇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Thiel et al., 1993, Singh et al., 2016), 이러한 서식지의 선택적 특성은 단괴의 유무에 

따라 출현하는 선충류의 군집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및 산소 흡수율, 유기물의 성분, 공극율, 방사선 동위원소의 활성도는 저서생물의 생지화학적 

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교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상되는 회복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포함하여 생지화학적 기능 및 먹이 그물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면 훨씬 더 포괄적인 생지화학적 변수를 필요로 한다.

2.3.6.4.5. 독성 배출이 동물군에 미치는 영향

심해 저서동물에 대한 독성 실험이 아국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망간단괴 채광시 발생하게 될 

금속이온의 농도증가에 대한 저서생물의 반응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연구는 

거대 동물군과 meiofauna 군집 구조에서 생물 축적 및 유전자 전사에 대한 금속 노출의 현장 효과를 

University of South Hampton(영국), University of Gent(벨기에) 및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IMAR, Portugal)에서 분석하였고 결과는 선충의 약 35.1 ± 3.2%가 인공 퇴적물로 이동했지만 이 비율은 

요각류와 나우플리이(각각 61.67% ± 2.65% 및 66.42% ± 2.91%)의 경우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ANOVA, p < 0.001)(BGR 2018, 그림 2.3.5.2).

이러한 연구는 홀로투리안이 오염된 퇴적물에 민감하고 일관된 회피 반응을 보여 이 생물학적 그룹에 

부과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 모두 항산화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구리 노출을 피한 결과로 해석됩니다(Brown et al., 2017). 따라서 현장 실험시 금속 함유 입자 및 용

해된 금속으로 인한 생태독성 효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6.2  a) 코어당 중형저거생물의 밀도(ind.10㎝-2). 선과 오차 막대는 평균과 표준 오차를 

나타냄. b) 추가된 기질로 이동한 선충류, 요각류 및 나우플리의 비율. 

NS = 퇴적물 추가 없음, UnC=오염되지 않은 퇴적물 추가, C1~C4=1, 5, 10, 20ppm 

Cu로 스파이크된 퇴적물 추가(BGR, 2018).

2.3.6.4.6 빛과 소음 공해

채광 작업에서 생성되는 빛과 소리/진동/전자기 복사에 대한 생물의 반응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수

심이 얕은 해양에 서식하는 포유류, 어류, 무척추동물은 음향장애(Aguilar de Soto and Kight, 2016)에 

생리적으로 민감하며, 행동의 변화, 통신 범위 감소, 먹이 사냥 능력 감소, 포식자 회피, 완전한 서식지 

회피, 사망(Stanley and Jeffs, 2016, Burritt and Lamare, 2016)과 같은 생태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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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해에 서식하는 동물군에서 빛과 소리/진동/전자기 복사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충격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BIS 지역은 수심이 5,000m 이상이며 해수면 아래 1,000m 아래에는 자연광이 거의 없

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NOAA, 1984). 따라서 많은 심해 생물은 반대 조명 위장, 유인, 방어, 경고, 

의사소통 또는 모방을 위한 생물 발광 기능과 생물 발광의 희미한 빛을 감지하기 위해 "슈퍼 아이"를 개발

하였다. ROV/AUV와 마찬가지로 채광기 또는 교란기의 인공 백색광은 잠재적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 실명

을 유발하거나 생물발광의 기능을 흐리게 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 수층

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뚜렷한 세 가지 행동 패턴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한다 (BGR, 2018). 그것은 (1) 인공 

광원에 대한 유인, (2) 어류의 도주, (3) 완전한 무관심이며 이는 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Ortega, 2014).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빛과 소음 공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의 변화를 기

록할 수중청음기를 채광기나 교란기에 부착하여 실험 수행시 발생하는 인공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가정은 해저와 수층에서의 채광 활동이 최대 50㏈A의 일반

적인 배경 소음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DNV.GL, 2016).



- 322 -

2.3.7.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지금까지 수행된 저층환경충격시험의 결과들은 해저 망간단괴 채광시 해저면을 비롯한 수층환경에 

다양한 영향이 미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여러 환경 중에서도 가장 큰 환경변화는 채광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저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채광기를 이용하여 망간단괴를 채집하는 동안 퇴적물은 해수 

중으로 재부유되고, 퇴적물 내에 살던 저서생물들은 파쇄되어 죽게 된다. 또한 채광기 궤적의 주변 

지역에서는 재부유된 퇴적물이 재퇴적되면서 저서생물을 덮어 죽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저서생물의 감소는 대부분의 충격시험에서 관측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이 

원래의 수준으로 복원됨을 보여준다.

이미 수행된 수차례의 충격시험을 통해 망간단괴의 채광이 심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당부분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채광기의 작동기작이나 

이동궤적이 해저면에 미치는 영향, 채광기 운영 시 발생하는 재부유 퇴적물의 재분배 또는 재퇴적 기작, 

망간단괴 개발이 다양한 해양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 파괴된 저서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최적의 

망간단괴 개발 단위 규모, 환경충격의 정도를 가장 잘 지시해주는 지시자의 종류 등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지금까지 수행된 충격시험의 규모가 

실제 채광상황을 반영하기에 너무 작으며, 충격시험에 사용된 교란기의 종류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002년 단독개발광구를 확정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환경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망간단괴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충격시험을 계획하였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KR5 해역 내에 충격시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기초 환경자료 획득을 위해 

후보지와 보존지역에 대한 정밀 환경조사를 수행하였다. 2014년까지 수행한 정밀환경 조사로 광구지역에 

대한 자연변화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환경충격 시험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2016년 충격후보지역에 대한 저층충격시험의 상세 개획을 수립하였고 물리화학적 환경인자와 생물학적 

환경인자의 채집 및 분석에 대한 지침서를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해양수산부, 2016).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10년 충격지역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저층충격시험이나 집광기 테스트와 같은 규모의 

충격실험을 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횟수에 관해서는 독일의 저층충격시험(DISCOL, Schriever, 1995)과 일본의 저층충격시험(JET, 

Fukushima, 1995)에 의하면 1) 충격실험 전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2) 실험 직 후 그리고 3) 2~7년 사이에 

3번의 환경모니터링 조사가 수행되었다. 장기간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3번 이상의 모니터링 환경조사를 가정하고 총 6회의 현장조사를 계획한다. 현장 

조사에는 실험지역뿐만이 아니라 대조구인 보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충격후 

모니터링 환경조사는 충격 후 모니터링 #1(약 3개월 후), 충격 후 모니터링 #2(약 6개월 후), 충격 후 

모니터링 #3(약 12개월 후), 충격 후 모니터링 #4(약 24개월 후)로 하고 총 횟수와 모니터링 간격은 

모니터링 #1과 충격 후 모니터링 #2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2.3.7.1. 물리화학적 인자의 영향평가

2.3.7.1.1. 물리학적 인자

2.3.7.1.1.1. 수온 및 염분

수온과 염분과 같은 물리인자들은 광구 내 변화범위와 자연변화량 설정에서 표층에서는 변화가 크지만 

저층수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3.3.2.3.1.참조). 또한 국제해저기구가 환경지초조사에서 

권고하는 조사기준은 0.5도 간격으로 저층까지의 수직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ISA, 2019). 

따라서 저층 해류가 광구해역에서는 북동방향이 우세하므로(2.3.3.2.3.2.참조) 집광기가나 충격기의 

직접적인 충격인 미친 지역을 포함해서 북동 방향으로 4개의 정점을 정하고 저층까지 CTD를 이용해 전 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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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를 획득한다(그림 2.3.7.1). 사전조사와 충격 시험 후의 현장조사는 같은 정점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존지역인 KOMO에서 자료를 획득한다.  

2.3.7.1.1.2. 해류 및 퇴적물 채집기 

유체역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KOMO 정점과 충격후보지역에서 획득된 해류자료를 통해 모델을 검증 및 

보정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해류와 퇴적물 풀룸의 확산을 정확히 

예측함에 있어 미지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0 개의 계류선을 설치하고 

해류계와 LADCP를 설치하여 충격지역에서의 정확한 해류 자료를 획득해야한다. ISA(2019)는 해류의 자료 

수집수심을 해저면 상부 10, 20, 50, 200m로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한 개의 층에 대한 해류자료를 

얻을 수 있는 RCM과 같은 해류계보다 여러 층에 대한 해류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비인 LADCP의 사용을 

추전하고 있다(BGR, 2018). 이는 ISA 권고를 충족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또한 퇴적물 채집기를 설치하여 환경충격실험시 발생한 퇴적물 풀룸의 확산을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2.3.7.1). 저층충격에 의한 퇴적풀룸의 확산범위는 NOAA의 BIE의 경우 2.8×4㎞(Jankowski 

and Zielke, 2001)이며 지형이 계곡인 관계로 풀룸의 확산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이 수행한 

저층충격시험인 JET 에서는 교란에 의해 부유된 퇴적물의 재퇴적 범위는 3㎞×2.5㎞로 나타났다(Yamazaki et 

al., 1997). 우리가 설정한 5×5㎞ 충격예상지역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류선에 설치된 광학 및 음향 탁도 센서와 입자 카메라의 3D 어레이는 공간과 시간에 퇴적물 

풀룸의 분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되는 풀룸 분산의 주요 방향을 따라 

배포한다. 그리고 AUV 및 ROV는 풀룸의 동적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용되는 기술은 

광학 탁도 센서 옆에 다중빔 WCI 기술과 ROV의 ADCP 후방 산란 자료이며 실시간으로 퇴적물 풀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향후 기 개발된 모델에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모델을 

구축하고 상업적 채광과 같은 대규모 환경충격시 퇴적물 확산 면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근거리 및 원거리 퇴적물 운송 모델의 보전 및 검증에 사용될 것이다.        

그림 2.3.7.1  교란기를 이용한 저층충격실험시 교란지역 및 

시료채취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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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2. 화학적 인자

수온과 염분과 같은 물리인자들과 유사하게 광구 내 변화범위와 자연변화량 설정에서 표층에서는 변화가 

크지만 저층수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3.3.2.3.3.참조). 또한 CTD 에 부착된 채수기를 

통해 수층 내 화학인자들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화학인자들의 채취정점은 CTD 정점과 동일하게 

계획해야한다(그림 2.3.7.1). BGR(2018)의 모델결과에서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퇴적층에서 30m 높이 

이내로 퇴적물 풀룸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용돌이가 통과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매우 

미세한 입자는 최대 300m로 상승 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저층수 내 분포하는 화학적 인자들의 

분포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층으로부터 50m 간격으로 채수를 하여 시료 및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분석해야할 환경인자들은 ISA 권고사항에 수록된 것(ISA, 2019)을 따른다.

2.3.7.1.3. 지질학적 인자 

지금까지 수행된 저층환경충격시험의 결과들은 해저 망간단괴 채광시 해저면을 비롯한 수층환경에 

다양한 영향이 미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여러 환경 중에서도 가장 큰 환경변화는 채광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저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채광기의 운용에 따른 표층 퇴적물의 손실, 채광기 무게에 

따른 공극수의 유출로 인한 퇴적층의 다짐효과가 발생한다(BGR, 2018). 

이러한 환경충격실험에서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과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특성, 그리고 퇴적경계면에서의 

물질플럭스등 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2)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풀룸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3)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각각 

3정점에서 다중주상시료채취기를 이용해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다.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전단강도, 함수율, 

전밀도 등) 분석과 유기물의 함량, 금속함량,  산소 투과율 등을 분석하고 공극수를 채취하여 용존 생지화학 

환경인자들(무기영양염, 용존 금속, 유기탄소 및 질소 성분 등)의 실험 전후의 성분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Benthic lander를 세 지점에 투하하여 퇴적경계면에서의 현장 물질플럭스를 계산하고 환경충격실험의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교란에 의해 손실되거나 퇴적물 풀룸에서 퇴적된 층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생물교란 분석에 이용되는 

방사능핵종(226Ra, 210Pb)의 분석이 필요하며 채취된 주상시료의 고해상도 3D X선 영상(컴퓨터 단층촬영, 

CT)분석을 통해 방사성 핵종 분석의 지구화학적 데이터를 비교하고 검증해야 된다. 

2.3.7.2. 생물학적 인자의 영향평가

2.3.7.2.1. 표층

2010년 충격지역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저층충격시험이나 집광기 테스트와 같은 규모의 충격실험을 

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적층에 있는 망간단괴가 표층으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표층에서의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은 유류의 우발적 배출과 음향시스템과 선박자체의 소음, 

그리고 빛에 의한 공해를 들 수 있다(2.3.6.2.참조). 실험지역이 좁고 시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음과 인공광에 의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층의 영향파악을 위해서 4개의 CTD 정점에서 

실험 전, 후 그리고 모니터링 기간에 표층의 표준수심에서의 물리화학적 인자들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랑크톤의 개체수 및 군집조사를 위해서 수심 3,000m 까지 국제해저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층에 따라 수직 층별 채집을 해야 한다. 동물플랑크톤의 일주수직이동으로 인하여 채집 시간에 따라 

개체수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급적 동일한 시간(야간 권고)에 채집을 해야 하며, 수층별 수직 채집시 

주・야 연속 채집을 통해 일주수직이동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2.3.7.2.2. 중층

대규모 채광시험이나 상업적 채광시 채집된 망간단괴의 이동을 위한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여 이들 

장비들이 수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한다. 하지만 저층충격시험이나 채광기 시험과 같은 규모가 

적은 시험에서는 중층에 설치되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유출에 대한 영향, 잔사배출에 대한 영향 등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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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양광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채광실험이 수행 될 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하고 현재 구축한 잔사배출수심 1,200m 에서의 예상되는 배출효과는(2.3.5.4.2.1.참조) 조건에 

따라 20,000㎢ 이상 확산되는 것으로 도출되어 모델의 검증과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7.2.3. 저층

2.3.7.2.3.1. 거대저서동물

본 연구에서는 심해저 카메라를 이용한 거대저서생물의 모니터링이 광역적 조사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채광 시험이 진행될 BIS 지역에 단괴 제거와 퇴적물 교란에 큰 영향을 받는 

현탁물 섭식자인 산호충류와 해면동물이 KR5 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출현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현탁물 섭식자가 실제로 채광 후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대저서생물의 functional group별 채광 전·후 밀도 비교와 DISCOL과 같은 정확한 공간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공간적 범위는 1) 채광 장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단괴 제거지역), 

2) 퇴적물 재침전이 발생한 지역(단괴 제거지역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정), 3) 채광 지역 내 

교란을 받지 않은 지역, 4) 기준지역(reference area)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기 분석된 자료는 아직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은 meta-analysis 데이터로, 강(Class) 수준 이상에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거대저서생물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분석 완료 후에는 연구지역의 거대저서생물 α 및  β-diversity와 생물지리학적 

분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년간의 조사로 축적된 C-C 출현 거대저서생물의 

형태형 정보들을 활용해 표준화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7.2.3.2. 대형저서동물

심해역에서의 대형저서동물은 퇴적물 표층 위 또는 퇴적물 안에 서식하는 0.25㎜ 이상 크기를 가지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표서대형저서동물은 퇴적물 표층 위에 서식하는 0.3~0.5㎜ 이상 크기를 가지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정점 선정에서 환경기초조사의 경우 광구 해역내, 1) 50 x 50 ㎞ 이내에서, 2) 

생물지리화학 특성(POC FLUX, 수심 등)에 따라, 3) 지역특성(해저산, 평지, 계곡 등)을 구분하여, 4) 

망간 분포 양에 따라, 5) 각 조사 지역에서 최소 5회 반복 시료를 채집한다(그림 2.3.7.2).

그림 2.3.7.2  대형저서동물 조사 정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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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형시료채취기를 이용한 대형저서생물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2016년 발간된 

기초 환경조사 수행지침서(해양수산부, 2016)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기초 환경조사 수행지침서에 누락된 

표서저서썰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려고 한다. 

퇴적물의 표서대형저서동물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채집 입구 개폐형 표서저서썰매네트(Brenke sledge)를 

이용하여야 한다. 표저저서썰매네트는 퇴적물 바닥면에 닫으면 네트의 입구를 막고 있는 장치가 열리고, 

바닥면에 띄게 되면, 네트의 입구가 닫히는 형태로 되어있으며, 네트의 망의 크기는 0.5~25㎜ 사이를 

가지며, 크기는 280x130x116㎝이며, 무게는 444kg을 보이며, 2개 층의 네트로 구성되어진다(그림 2.3.7.3).

그림 2.3.7.3  표서대형저서동물 채집을 위한 썰매네트.

장비운용방법은 표서저서썰매네트 운용은 연구선이 최저 속도(1~2노트)로 이동하면서, 40~50m/min 속도로 

와이어를 풀어주면서 장비를 저서 바닥면으로 내린다. 풀어주는 와이어 최대 길이는 수심의 1.5~1.8배 

정도로 선정한다. 와이어 최대 길이에 도착한 후, 와이어를  고정시키고  10분 정도 연구선은 동일 방향으로 

이동한다. 연구선은 현재 위치에서 정선 시킨 후, 분당 40~50m/min 속도로 되감아 주면서 선상으로 장비를 

회수한다(그림 2.3.7.4).

그림 2.3.7.4  표서저서썰매네트 장비 운용 방법.

표서대형저서동물의 경우, 표서저서썰매네트에서 생물을 고른 후, 즉시 사진 영상을 기록하고, 개체별로 

시료병에 보관한다. 표서대형저서동물의 형태 및 유전 분석을 위하여 생물은 알코올로 고정하며, 시료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며, 선상에서 2~3번 새로운 알코올로 재고정하여 생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채집되어진 대형저서동물은 가능하면 선상에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류군별 또는 종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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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병에 따로 넣어 포르말린으로 시료를 고정하며, 추후 유전자 분석을 위한 알코올 또는 냉동 고정 시료를 

확보한다. 실험실에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의 무게(mg)를 소수 2째 자리까지 측정하고, 종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개체수를 기록한다. 다만,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 측정 시 개체의 파손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 분석에 이용될 개체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대형저서동물의 밀도는 

단위면적(m2)에 출현하는 개체수로 나타낸다.

표서대형저서동물은 채집면적 당 개체수로 나타낸다. 채집면적은 각 장비가 운용되는 시간(저층바닥에 

도달한 시간부터 저층바닥에서 벗어난 시간)과 조사선의 속도를 곱하여 채집길이를 구하고 다시 장비의 

크기의 면적을 곱하여 채집면적을 구한다.

대형저서동물의 생태학적 지수로는 Shannon and Wiener(1963)의 종다양성 지수, Pielou의 균등도지수, 

Margalef의 종풍부도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조사 정점간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를 분석할 경우, 정점 

별 종조성과 그에 따른 그룹별 유사도 분석 실시한 후, 집괴분석과 MDS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배열법으로 다차원분석을 실시한다(Clarke, 1993). 유사도 분석은 정점별 총 출현 개체수를 4th 

root transformation하여 Bray-Curtis의 유사도 지수를 이용한다(그림 2.3.7.5). 

     

그림 2.3.7.5  단별량 및 다변량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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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역에서의 환경충격 실험 시 인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2) 

직접적인 영향을 없지만 풀룸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3)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각각 5개의 상자형 시료채취기를 이용해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표서저서썰매는 각각 

2번의 예인을 통해 시료를 획득한다. 대형저서동물의 생물특성을 구역별로 기술하고, 군집구조의 특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생물특성과 군집구조와 해저 환경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해전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특성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또한 대형저서동물의 종수, 서식밀도, 종 다양도 지수 등의 생물특성 자료 

및 군집구조가 조사 구역 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통계적 분석에는 BACI 

(before vs. after, control vs. impact)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2.3.7.2.3.3. 중형저서 동물

중형저서동물 분석을 위한 시료 채집은 조사해역에서의 환경충격 실험 시 인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2) 직접적인 영향을 없지만 풀룸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3)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5 정점을 선정하여 MC를 사용하여 

퇴적물 정량시료를 채집한다. 이때 각 지역은 서식지의 지형특성과 퇴적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지형적으로는 평원, 마루, 골짜기로 구분하여 동일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는 곳으로 대조구 및 실험구역을 

선정한다. 망간단괴의 유무 및 부존 특성은 대조구와 실험구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곳으로 

선정해야하며, 각 정점에서는 최소 3개의 주상코어를 사용하여 반복구를 선정하여 채집한다. 

중형저서동물의 생물특성을 구역별로 기술하고, 군집구조의 특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생물특성과 

군집구조와 해저 환경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해전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특성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시기는 계절에 따른 생물량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동일시기에 모니터링을 

시계열로 실시한다(예를 들면, 하계 8월 등). 

시료의 채집은 MC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상자형시료채취기(Box Corer)는 중형저서동물의 대다수가 

서식하는 표층퇴적물 상부가 교란될 확률이 높아 정량적 분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상으로 

올려진 MC에 장착되어 있는 8개의 코어 라이너 중 표층이 단괴 등으로 채집 상태가 수직적으로 양호하지 

않거나 기기 수거시 충격 등으로 교란되지 않은 3개의 코어를 선택하여 각각 직경 3.6㎝ 크기의 아크릴 

코어러(Acryl sub-corer)를 이용해 3개의 부시료(Sub-sample)를 채집한다. 모든 부시료의 채취는 먼저 

표층에 망간단괴가 있을 경우, 대형핀셋을 이용하여 표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처리하며, 건져낸 망간단괴의 표면에 붙어있는 퇴적물은 여과된 해수로 씻어내어 표층 퇴적물 샘플과 

합하여 함께 처리한다. 아크릴 코어러로 채집된 시료는 중형저서생물의 수직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층에서 3㎝ 까지는 0.5㎝ 간격으로, 이하의 시료 중 5㎝ 까지는 1㎝ 간격으로, 그 이하의 시료는 2㎝ 

두께로 10㎝ 까지 분별 처리한다. 각각의 층으로 절단한 퇴적물 시료들은mgCl₂로 생물들을 약 20분간 

마취시킨 후, 5% 포르말린으로 고정한다. 15분 후, 로즈벵갈 염색제를 혼합한 5%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50㎖ 원뿔형 튜브(Conical Tube, PP)에 담아 보관한다. DNA 분석을 위한 시료는 70% 에탄올 

용액에 보관한다. 또한 MC에서 채집된 일부 시료는 정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급속 냉동하여 보관한다. 

고정된 시료는 실험실로 이동되면, Ludox HS-40 용액을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함으로서 퇴적물 내에서 

중형저서생물을 분리한다. 퇴적물로부터 분리된 중형저서생물은 크기별 체(1㎜, 500㎛, 250㎛, 125㎛, 

63㎛, 37㎛)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하게 되고, 각 크기별로 구분된 시료는 쌍안 실체현미경과 고배율 

광학현미경 하에서 동정한다. 고배율 관찰용 시료는 영구보존슬라이드를 각 개체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주요 출현종에 대해서는 냉동되거나 에탄올에 보관된 정성시료에서 개체를 선별하여 DNA 분석을 실시하여 

동정의 정확성을 더한다. 측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가 정점별로 유의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는데, 집괴분석은 각 정점에 출현한 분류군의 

서식밀도를 Fourth root 값으로 변환 후 Bray-Curtis 유사도 지수를 이용하여 집괴분석을 하며, 집괴분석 

결과 내에서 각 정점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IMPROF test를 실시한다. 분석 프로그램은 

PRIMER 등을 사용한다(Clarke and Gor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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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3.4. 미생물

미생물 군집에 대한 영향 파악은 직접 영향 받은 지역, 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지역, 그리고 영향이 

미미한 지역에서 미생물 군집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ROV 를 이용한 푸시코어나 다중주상시료채취기를 

이용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자접근방식을 적용한다. 미생물 군집 구성 및 다양성(16S rRNA 유전자 

태그 시퀀싱을 통해), 기능적 다양성(메타게놈을 통해) 및 우성 활성 미생물 분류군(16S rRNA/cDNA 태그 

시퀀싱를 통해)을 식별한다. 충격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채취된 시료는 미생물 생물다양성과 

공간적 연결성의 지역적 다양성을 평가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의 시료에서는 인위적 환경영향에 대한 

미생물 군집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생화학적 분석기법인 퇴적물 내 

ATP함량 분석은 미생물의 생체량을 대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분석이 가능함으로 신속한 미생물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지시자로 판단되고 같은 정점에 ATP 함량 분석이 필요하다.

2.3.7.3. 기초환경자료 중 확보가 필요한 자료

망간단괴 지역에서 환경연구는 크게 3단계로 수행되었다(2.3.1.2.참조). 이를 통해서 수층 및 저층에 

대한 환경인자들의 자연변화범위를 설정하고 수집된 환경인자들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Web GIS 기반의 환경 Database를 구축하였다. 또한 환경교란 평가기술 정립을 위하여 보존지역과 

충격지역을 선정하고 환경유사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인자들의 자료 및 시료 채취와 분석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환경조사 수행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개발권 발급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 탐사권 

연장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표준화하고 추가자료를 확보하여㏈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일부 자료는 

확보하기 힘들거나 획득의 기회가 적은 경우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망간단괴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 후 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추가적인 

실해역 탐사가 수행된다면 이들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000m 심해역에서 Benthic lander를 이용한 퇴적물 경계면에서의 물질플럭스 및 산소소모율을 현장 분석하였고 

정확한 유기물 분해 및 물질순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장비를 이용한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2021년 1회만 수행된 실험으로 보존지역과 충격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환원 경계면 분석을 위한 퇴적층 내 용존산소 및 공극수 내 화학인자들의 분석이 수행되었지만 

퇴적깊이가 30㎝ 미만의 깊이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해양수산부, 2016). 독일의 연구에서 산소가 

투과되는 깊이가 정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얕은 경우가 2m 까지 나타나고 있다(Kuhn et al., 2015). 따라서 

아국의 광구지역에서 피스톤 코어나 중력코어를 수행하여 퇴적깊이에 따른 산소투과율과 공극수 내 

화학인자들의 분포자료(특히, 금속과 Alkalinity)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생물분포자료 중 저서어류와 청소동물의 종조성 및 다양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에서 

Baited Camera를 활용하고 있다(Jamieson et al., 2017). 하지만 아국의 광구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었다. 심해저 카메라를 통한 거대저서동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해저 

청소동물의 연구가 필요하며 자료의 획득을 위해서 Baited Camera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생물들의 영상자료 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저서어류와 청소동물이 가지고 있는 

장기 내 금속함량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인위적 환경영향이 발생시 회피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영향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Baited Trap을 활용해 

저서어류 2 종 13개체(Pachycara matallanasi 2개체, Coryphaenoides yaquinae 11개체)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옆새우나 새우 등과 같은 다른 청소동물의 시료는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시료를 확보함으로써 저층충격 실험 시 유출될 수 있는 금속물질들의 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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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2.4.1.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2.4.1.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본격적인 심해저 탐사를 수행하여 1994년에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C-C 

지역에 150,000㎢의 망간단괴 광구를 할당받았다. 2001년 ISA와 15개년 망간단괴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남한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7,5000㎢의 독점 탐사광구를 확정하였다.

독점 탐사광구 확정은 상대적으로 경제성 있는 지역을 선정한 후 잔여 지역을 국제해저기구에 반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탐사권자의 주요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탐사규칙 25조, ISBA/19/C/17).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만㎢의 우선채광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인 정밀탐사를 통해 

망간단괴 상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20,000㎢ 면적의 1차 채광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2001년의 탐사계약서의 Programme of Activities를 따라 수행하였으며, 계약서 10장, 

부속서 Ⅱ (ISBA/7/C/4)의 계약 의무에 따라 매장량 평가를 위한 탐사 및 해양물리, 화학, 생물, 지질 

자료를 포함한 기초 환경연구 등의 결과를 매년 ISA에 제출하였다. 또한 채광, 제련 등 단계별 망간단괴 

개발기술 연구결과도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제출된 보고서는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LTC)의 

심사와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탐사 및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탐사계약 이후 5년 주기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5년 동안의 탐사활동(progremme of Activities) 내용을 담은 

“국제해저기구 탐사 5개년 계획”을 2006년과 2011년에 ISA에 제출하였다.

독점탐사광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적정성은 매년 제출하는 국제해저기구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되며, 광구에 대한 매장량 평가뿐만 아니라 기초환경 자료가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환경자료는 심해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45조에 따라 국제해저기구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료로서(탐사규칙 제5조, ISBA/19/C/17), 심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요구하는 환경자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원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적 

의사결정을 위해 국제해저기구는 지역환경관리계획(REMP,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였으며, C-C 해역에 대한 첫 번째 REMP는 LTC의 권고사항(ISBA/17/LTC/7)에 기초하여 2012년에 

채택되었다(ISBA/18/C22). 여기에는 9개의 특정 환경관심지역(APEI) 지정이 포함된다. 2019년에는 C-C 

해역 생물다양성 워크숍을 개최하여 APEI에 대한 생물다양성 자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정밀지형, 유기탄소 플럭스, 망간단괴 매장량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15개년 

탐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2016년에 탐사계약을 5년 연장하였다.

2.4.1.2. 국제해저기구 연차보고서

계약자는 한 해 동안의 탐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당 해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ISA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탐사활동 내용과 획득한 결과, 당초 계획한 내용 수행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침준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탐사를 수행하는데 발생한 실제, 직접 지출에 대한 회계내용이 포함된다(탐사규칙 

제6조, ISBA/19/C/17).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회의 연차보고서와 2회의 5개년 탐사계획(2006년, 

2011년) 및 5년 탐사연장 신청서를 2회(2016, 2021년) 제출하였다(표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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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명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in the Allocated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2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3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4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5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6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7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8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9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0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1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4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15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16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17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18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19

Annual Report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ymetallic nodules in 2020

5개년 탐사활동 

평가 및 계획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f activities proposed in the 

Contract for Explo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제출)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f activities proposed in the 

Contract for Explo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1 제출) 

탐사계약 

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an approved plan of work for exploration for 

poly metallic nodule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제출)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an approved plan of work for exploration for 

poly metallic nodule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제출)

표 2.4.1.1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단계평가 및 계획, 탐사계약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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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6년

2001년부터 2006년 1단계 활동에서는 2001년 체결한 탐사계약의 활동 프로그램(ISBA/7/C/4)에 적시된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관련 규정, 절차, 내용에 따라 탐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 

망간단괴 분포패턴 조사와 시료채취를 통한 자원량 추정, 해양 환경 파라미터 수집을 통한 기초 

환경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 기술 분야에서는 망간단괴 채광 및 제련 공정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연차별로 탐사활동을 통해 획득, 수집된 데이터 및 정보 또한 ISA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75,000㎢ 면적의 광구지역을 확정함으로써 광구포기/반납 의무를 

예정대로 완료했다. 

2006~2011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활동에서는 5개년 탐사계획에 따라 탐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2년에 

선정된 75,000㎢의 광구지역에 대한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 시료채취를 통한 자원량 평가, 환경조사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저층 환경충격실험 설계를 위한 해양 환경자료 수집 및 환경충격 실험 및 

대조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개발기술 분야에서는 시험 채광기인 MineRoTM를 개발하였으며, 리프팅 

시스템 개발과 통합 성능 해상테스트를 추진하였다.

2011~2016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 활동에서는 매년 실해역 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우선채광지역에서 

지질, 지구물리 탐사를 통해 정밀 지형도 제작 및 퇴적물의 물성, 지형특성 등을 고려한 채광 경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저층 환경충격 실험 및 대조 사이트의 기초 환경자료 확보와 환경충격 실험을 설계하였다. 

개발기술 분야에서는 2015년 파일럿 채광시스템의 해상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통합제련 운영시스템을 

완성하여 상업용 제련 플랜트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주요 의무사항 중 하나인 교육훈련의 경우, 망간단괴 탐사계약 이전인 199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4명의 

연수생에게 제공한 교육훈련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았다. 참고로 

탐사계약서 한글 번역본과 연차별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ISA 연차보고서 요약 및 2006년과 2011년에 

제출한 5개년 탐사계획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1_탐사계약1~3).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규제요구와 개발규칙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15개년 탐사활동 이후에도 

개발단계로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6년에 5년 탐사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부록1_탐사계약4). 탐사권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2.4.2장에 정리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의무사항 수행내역은 부록으로 첨부한 ISA 연차보고서 요약에서 확인가능하다(부록1_탐사계약6).

2016.4~2021.4

2016년부터는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충족을 위한 환경연구와 현실적인 매장량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차례 총 4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실해역 탐사활동이 없었으나, 기존 15년간 

획득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과 망간단괴 경제성 평가, 해저 광업 활동에 대한 

국내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원량 평가 분야에서는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망간단괴 분포량 

파악에 정확도를 높였다. 환경분야에서는 ISA 표준화 워크숍 권고 사항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획득한 중형, 대형, 초대형 저서생물을 분류하였으며, 중형저서생물에 대한 추가 DNA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5개년 탐사연장 계약에 따라, 환경자료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진행한 국내 

해저광업법에 대한 초안을 완료하였다.

2018년에는 탐사광구를 포한한 환경보호구역(APEI6, APEI9)에서 부족한 환경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우선 

채광지역에 대해 망간단괴 분포량 자료 보완을 위한 실해역탐사를 수행하였다. 기초환경자료에는 

수층의 물리, 화학적 특성자료와 플랑크톤,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저서생물이 포함된 해양 생물 

자료이다. 또한 국제 금속가격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탐사에서는 2명의 교육생에 대한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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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교육을 실시하였다(표 2.4.1.2, 그림 2.4.1.1). 2명에 대한 세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1_탐사계약7, 8).

2019년에도 부족한 환경자료 수집과 우선 채광지역에 대한 정밀 자원량 평가를 위한 실해역탐사를 

수행하였다. 자원량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심해저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원량 평가를 위한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관계식을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2명의 교육생에 

대해 1명은 선상 탐사교육을 1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법 및 해양정책 관련 6개월간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1_탐사계약9, 10).

2020년에는 마지막 실해역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21년으로 탐사를 

연기하였으며, 지난 2년간 획득한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4.1.1  교육생에 대한 승선 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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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 Nationality Gender progremme Overall costs (US$)

2018 2

Ecuador Female At-sea training

20,000

South Africa Female At-sea training

2019 2

Jamaica Female Internship (6months) 40,000

Nigeria Female At-sea training 10,000

표 2.4.1.2  2018년, 2019년 실시한 선상교육 및 인턴쉽 프로그램

2021.4~2026.4

대한민국-국제해저기구 간 망간단괴 탐사계약은 2001.04.27~2016.4.26까지 15년간의 탐사계약이 종료된 

후, 2016.4.27부터 2021.4.26까지 5년간 1차로 탐사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탐사계약 종료 최소 6개월 전 

개발권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최대 5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하기에 2020.10.26에 2차 추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부록1_탐사계약 5). 계약 연장 기간은 2021.4.27부터 2026.4.26까지이며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계약 연장 사유는 개발규칙의 미비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광물가격의 침체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 차질과 경제 위기로 인해 

망간단괴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해양법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제1절 

제9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산단계 진입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였거나, 주된 경제여건이 개발단계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탐사기간 연장이 승인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7개 선행투자가(IOM, Yuzhmorgeogogiya, COMRA, 

DORD, IFREMER, India)는 탐사권 연장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연기 불가피성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2020년 10월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2차 계약연장을 통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기 확보된 광구(75,000㎞2, 5억 6천만톤, 경제가치: 

200조원)의 배타적 탐사권을 유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실해역 탐사를 1회 수행하여 

자원잠재력 자료와 환경자료를 확보하였고, 계약자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총 

5회)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명의 개도국 출신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ISA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SA 이사국 B그룹 유지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탐사계약 연장 기간 동안 개발규칙 제정 완료 시 개발단계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계약연장을 통하여 

27년간 R&D 사업(총 투입예산: 1,623억원)을 통해 확보한 망간단괴 개발에 필요한 우선채광지역 선정 

및 상용화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단계로의 진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업개발 전략 및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망간단괴 상업개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권 확보 기반 구축 및 주체 

설립을 위한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존 산자부 소관 법제와는 달리 국제기구 및 국제법 내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하며, ISA 개발권 신청요건에 해당 

◦ 심해저광물개발사업의 상업화 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심해저 활동주체에 대한 허가와 보증, 

계약관계와 관리이행,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심해저 활동 육성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

2021년 2, 7월 ISA 법률기술위원회에서 탐사계약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승인 가부를 이사회에 

권고하였으며 2021.12.10 제 26차 ISA 이사회는 한국을 포함한 7개 선행투자가가 제출한 망간단괴 

탐사계약 연장 신청서를 최종 승인하였다(그림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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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2021년 12월 제26회 ISA 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 선행투자가의 망간단괴 

탐사계약 연장신청이 최종 승인.

2.4.2. ISA 대응

2.4.2.1. 국제해저기구 총회 및 이사회 활동

2.4.2.1.1. 국제해저기구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 활동

2.4.2.1.1.1.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해저기구 논의 동향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자원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하‘국제해저기구’라 함)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6조(정부간 국제기구)에 따라 1994년 1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다. 2021년 11월 현재 회원국은 168개국(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및 유럽연합)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09년 4월 자메이카에 상주대표부를 설치(우리나라 

포함 25개국 및 유럽연합)하였다. 

국제해저기구는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사무국(Secretariat), 법률기술위원회(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재정위원회(Finance Co㎜ittee), 심해저공사(The Enterprise, 미설립), 경제기획위원회(Economic 

Planning Co㎜ission, 미설립)로 구성되며 Mr.Michael W. Lodge(영국, 2017.1.~현재)가 2020년 사무총장으로 

재선되었다(그림 2.4.2.1).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기능으로는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 등록된 선행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심해저 활동 감시‧감독과 함께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등이다. 국제해저기구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으로는 1996~2008년까지 

이사국 E그룹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현재까지 이사국 B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A그룹: 심해저광물 

대량소비국 및 수입국(4석), B그룹: 8대 투자국(4석), C그룹: 심해저광물 주요 수출국(4석), D그룹: 

개도국 특별이익 그룹(6석), E그룹: 지역안배(18석)).

그리고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의 하부기관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법률기술위원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정극(1996~2006), 김웅서(2007~2011), 형기성(2012~2016) 박사가 법률기술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주세종(2017~2022) 박사가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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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국제해저기구 조직도.

2.4.2.1.1.2. 국제해저기구 연차별 총회 및 이사회 활동

1) 제22차 총회는 2016.07.11~07.22까지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22회기의 

주요의제는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선거, 이사국선출, ｢심해저광물 개발규칙｣ 제정계획 보고 및 논의, 

각국의 심해저 탐사‧개발 관련 입법현황 조사결과 보고, 망간단괴 연장계약서 승인, 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보고, 재정위원회원/법률기술위원 선거, 이사국 선출 등이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선거는 당시 사무총장인 NⅡ Allotey Odunton (가나)과 부사무총장인 Michael W. 

Lodge (영국)는 회기 동안에 치열한 선거유세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국정부의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 

하에 Michael W. Lodge가 Informal indicative vote 방식을 통한 만장일치(초대 사무총장 선출 당시부터 

국제해저기구의 전통적인 선출방식)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사국 선출에서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사회 B그룹으로 선출되었으며, 국내입법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24개국이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국내 입법 현황 자료가 

사무국에 제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망간단괴 탐사권 5년 연장은 승인받았으나 탐사계약의 

추가 연장이나 상업개발을 위해 범부처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 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5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참여 및 

검토위원회(Review Co㎜ittee), 재정위원회, 법률기술위원회 등의 검토의견 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응방안은 독점관련 규정의 사무국 개발 요구, 국제해저기구(사무국)의 조직을 상업개발에 

맞추어 재편(경제기획위원회, 심해저공사 등) 및 사무국의 전문가 충원 필요, 국제해저기구주관 상업화 

대비 해양환경영향평가 준비 또는 계약자들 간에 컨소시엄 구성 등 공동대응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마련, 

금속가격 정보와 가격전망 등에 대한 정보 필요 및 회원국 공유 시스템 마련, 이사회 회기 증대 반대, 

보증국 입법에 대한 점검은 국내입법을 신속히 마무리, 체약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수준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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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그룹과 연대를 통해 현 수준 유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관련 부처간(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실무자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점을 피력하였다. 

망간단괴 개발규칙 개별의제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하여 2016.7.14일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산하 주요 기관인 

법률기술위원회가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및 표준계약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동 

초안에 대해 계약기간 및 갱신기한(개발규칙 초안 제14조), 개발계약의 재정적 조건(개발규칙 초안 

제20조부터 제22조 및 제53조), 잠정면허 시스템의 도입, 신규 개발계약상 광구와 기존 탐사계약상 광구의 

관계 등 4가지 대해 검토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여 국제해저기구에 제출(2016년 11월 3일)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기존정원(25명)을 초과하는 31명(이탈리아 위원 후보는 신청기간을 넘겨 

제출)이 입후보함에 따라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증원 필요성, 증원 규모 및 구체방법(지리적 배분 고려 및 

위원의 전문성 반영 문제 포함) 등을 둘러싼 국가 및 지역그룹 간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회기 종료일(7월 

22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종합의안으로 ⅰ) 금번에 한해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수를 30명으로 

증대하여 선출할 것(주세종 박사 포함), ⅱ) 사무총장이 2016.12.30일까지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의 적정 

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23차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 ⅲ) 연구결과가 인원증대를 권고할 경우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위원석은 부족한 지역그룹에 우선 할당할 것, ⅳ) 동 리포트를 토대로 이사회는 

2019년 제25차 회기 이전까지 향후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ⅴ) 향후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규모는 동 보고서 및 제154조 검토보고서를 감안하되, 정원은 25명 

이상의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2) 제23차 총회는 2017.8.8~18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23회기의 

주요의제는 ｢심해저광물 개발규칙｣ 제정계획 보고 및 논의, 각 국의 심해저 탐사‧개발 관련 입법현황 조사결

과 보고, 망간단괴 연장계약서 승인(인도), 열수광상 신규작업계획 신청 심사(폴란드), 법률기술위원 선거

관련 사무총장 보고, 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보고서, 재정위원회 위원/법률기술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등

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총회는 검토위원회를 구성, 검토위원회에서 지명

한 Seascape Consultants Ltd가 검토를 수행하면서 2016.5월 잠정보고서(ISBA/22/A/CRP.3(1))를 제출, 이

에 대해 검토위원회,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국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 검토

위원회(의장: Helmut Tuerk)는 사무총장에게 총 19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ISBA/23/A/3)를 제출

하였다. 2017.7월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한 보고서(ISBA/23/A/5/Rev.1)를 제출하였으

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이사회 회의를 2회로 증가한 개최 일정을 제시하고 채택되었다. 검토

위원회 최종보고서의 분야별 권고사항(ISBA/23/A/3)은 A. 심해저활동 제어 – 국내법규 마련/ B. 데이터 관

리 및 고유메커니즘에 대한 투자 필요/ C. 심해저 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 D. 연차보

고서 및 사업계획 검토 –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 일정 재검토/ E.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 사무국 

직원으로 환경정책, 관리 및 계획 분야 전문가의 우선적 채용/ F.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진흥 

및 장려/ G. 해양기술 개발-국제해저기구는 개발 규칙상 합의된 표준 성능기준 마련에 중점/ H. 이사회 결정 

기록/ I. 이사회 회의 횟수 증가/ J. 사무국 인력과 역량/ K. 심해저공사의 설립과 임시 사무국장 임명/ 

L. 사무국 내 구조 조정/ M. 법률기술위원회 실무 그룹/ N. 국제해저기구의 향후 회의 일정/ O. 법률기술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업무량/ P. 국제해저기구의 전략 계획/ Q. 기밀 유지/ R.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

보 등이다.

국내입법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2017년 초 사무국은 개별 국가의 법령, 규칙 및 행정 조치 또는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프랑스(2017.2.21), 키리바시(2017.4.19), 나우루(2017.5.21)

가 자국의 법률을 제출하였고, 그루지야는 2017.5.3일 사무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심해저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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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거 관련 사무총장 보고와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을 둘러싸

고 의석 배분 시 지리적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아프리카그룹 및 라틴·캐리비안그룹과 전문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아시아·태평양그룹/서유럽·기타그룹 간 의견이 대립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법률

기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 관련하여 이들 그룹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망간단괴 개발규칙 개별의제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하여 2017.08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산하 주요 기관인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동 초안에 대해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2017.12월까지 의견을 제시토록 요구하였다. 동 초안은 전문, 14개 장, 94개 조문, 10개의 부속서, 3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규칙 초안의 재정문제는 개발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이행보증금 설립(제9조), 환경책임 보험(제27조), 연

차수수료(제49조), 로얄티(54조) 납부, 국제해저기구가 계약자의 각종 심해저 활동을 승인, 검토하기 위하

여 행정수수료 납부(제83조)가 있다. 수수료 부과 대상 행위는 환경지침 보고서 처리 및 검토(제18조), 사

업계획 승인신청(제4조), 연차보고서 제출(제37조), 개발계약 갱신(제13조), 개발계약 및 승인된 사업 계

획 이전(제16조), 개발계약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담보 설정 (제15조), 상업생산 일시중지(제32조), 사업

계획의 실질적 수정(제46조), 폐쇄계획 승인(제22, 25조),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수정승인(제22조), 광

업 계획 수정 승인(제30조) 등이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심해 광물자원 개발은 육상

광물자원개발에 비하여 채굴의 난이도 및 위험도가 높으므로 재정적 의무는 심해저 광업의 상업화가 가

능한 정도로 최소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초기단계의 지불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투

자유인책 마련을 위해 계약자들과 공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개발초기단계에서 투입한 비용

과 국제해저기구에 지불하는 각종 지불금액(신청비, 연차계약관리비, 연차수수료, 로열티, 환경기금 등)이 

상업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계약자들과 국제해저기구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분석을 수

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개발규칙 초안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게 일반적인 

의무(제192조)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에게 심해저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

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162조)하고 있다. 초안에

는 본문의 제4장(환경문제)과 부속서4(환경지침 보고서), 부속서5(환경영향평가서 템플릿), 부속서6(긴급대

응 및 긴급계획), 부속서7(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계획), 부속서7(폐쇄계획)을 두고 있다. 제4장(환경문

제)에서는 일반원칙, 환경지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계획, 폐쇄계획 및 사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환경지침의 필요성이나 폐쇄계획의 구체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속

서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양식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법론을 규정

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채광 시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에 대한 피해방

지, 해양환경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영향의 방지·경감 및 통제조치와 함께 광물의 채광 시 발생하는 

부유물의 차단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개발규칙 초안의 데이터 및 정보문제와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또는 보고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udy, EIS),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EMP), 

재정계획, 폐쇄계획, 훈련계획/프로그램, 비상대응, 건강, 안전 및 해사안전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및 정보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조속한 개발주체의 설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며, 

또한 개발규칙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누락된 자료의 조기 확보와 함께 폐쇄계

획에 대한 중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제24차 회기부터는 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사회를 전반기와 후반부 한번씩 

2회씩 개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24차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3월 회기는 2018.3.5.~3.9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3월 이사회에서는 법률기술위원회 보궐선거, 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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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체결현황 보고, 법률기술위원회 의장 보고서 관련 2017년 이사회 결정 이행상황 보고, 심해저 지역

환경관리계획 개발 사전전략 논의, 계약자의 탐사작업계획 준수, 개발규칙 초안 검토 등이다. 

개발규칙 초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브리핑 노트(ISBA/24/C/CRP.1)’를 중심으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의에서 이사회는 법률기술위원회에게 7월 이사회 회기에 ① 개발규칙 초안 수정 및 제

문서 통합, ② 추가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사안을 강조하는 브리핑 노트, ③ 이사회의 지시나 지도를 요

하는 문제 관련 내용을 담은 작업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발규칙 작업지침 논의는 6개의 주제

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6개의 논의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개발로 가는 여정의 이해, ② 로열

티 지급체제, ③ 보증국의 역할, ④ 기준, 권고,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법적 지위, ⑤ 보다 폭넓은 환경 

정책과 규제, ⑥ 개발규칙 이행에 있어 이사회, 사무총장, 법률기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법률기술위원회에서 각 로열티 지급시스템을 검토하고 여러 로열티 지급시스템 

중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및 이행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옵션을 추천해줄 것을 요

청하였다.

제24차 회기 총회 및 이사회는 2018.7.16~27일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사국 선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검토,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 채택, 각국

의 심해저광업 관련 국내법의 지위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 법률기술위원회 의장의 법률기술위원회 작

업 보고,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 예산분담금 검토 등이 주요 의제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B그룹에 재선출(2019~2022) 되었으며, 국제해저기구 사무국 환경자원국장으로 이지현 박사(임기 

2019.01~2021.01)가 선출되었다. 제24회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해저기구의 중장기 전략계획

(2019~2023)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전략계획은 국제해저기구의 임무, 맥락 및 과제, 전략 방향, 결과 

및 우선순위 성과, 전략계획, 행동계획 및 작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계약자들의 계약서 공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계약서 공개의 경우 탐사비용

이나 데이터의 기밀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기술위원회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ISBA/24/LTC/WP.1/Rev.1)을  공개하였다. 동 초안은 

전문, 13개 장, 105개 조문, 10개의 부속서,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동 초안에 대해 

일반적 의견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전예방원칙, 환경관리계획, harm, serious harm, effective 

control 등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초안의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 선진산업관행의 구체적인 적

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해저기구 각 기관의 책임기준, 권한의 명

확화가 필요하며, 제3부는 계약자의 의무에만 할애된 반면 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상대적으

로 거의 없으며, 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센티브 부여방법 등)과 이익공유 메카니즘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4) 제25차 국제해저기구의 이사회 3월 회기는 2019.2.20.~3.3일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검토, 심해저공사 관련, 법률기술위원회 의장의 

요약보고서에 관한 2018년 이사회 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주요의제로 수행되었다. 이 회

의에서 주목할 점은 2018.7월 이사회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에 관한 작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비공식 워킹그룹을 운영하도록 독일이 제안하여 재정적 모델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회의에서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전문가는 아프리카 그룹 모델, 중국남부대학모델, 

독일모델, MIT 모델 등 4개 경제성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들 모델은 관념적으로 유사하지

만 그 결과는 다양한데, 현금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모델은 광업활동 주체는 초기생산 8

년 동안 순금속가격(netmetal value)의 ad-valorem 로열티 2%, 그 이후 4%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 27%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모델은 광업기간동안 

ad-valorem 로열티를 2%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광업주체는 IRR 17%를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ad-valorem 로열티 모델이 채택될 경우 로열티는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델이 

분석한 주요한 재료는 21개 정도의 중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표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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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그룹 독일 중국남부대학 MIT

분석 프레임

보고된 평가 기준

IRR √ × √ √

NPV × √ √ √

해저기구 수입 √ × × √

보증국 수입 √ × × ×

해저기구 이익 분배 √ × × ×

보증국 이익 분배 √ × × ×

기타

운영범위

집광자 × × × √

선광자 × × × √

통합 √ √ √ √

분석 기간 35년 16 28 37

개발 기간
28년

(3년 D&B 포함)

16년

(4년 D&B 포함)

28년

(3년 D&B 포함)

30년

(3년 D&B 포함)

생산 특징

규모 3백만 건식톤/년 3 3 3

안정화 기간

(최대 생산량 달성기간)
0년 2 0 2

금속 가공
Mn recovered to 

E㎜ 

황산을 사용한 

고압/고온 침출

Mn recovered 

to E㎜ 

Mn recovered 

to E㎜ 

금속 회수(√=포함)

코발트 √ √ √ √

구리 √ √ √ √

망간 √ × √ √

니켈 √ √ √ √

금속 함유량

코발트 0.25% 0.18% 0.22% 0.21% 

구리 1.2% 1.18% 1.02% 1.07% 

망간 27% 31.5% 27.15% 28.4% 

니켈 1.3% 1.4% 1.27% 1.3% 

금속 수율

코발트 85% 85% 83% 85%

구리 90% 95% 88% 90% 

망간 95% n/a 90% 90% 

니켈 95% 95% 87% 95% 

표 2.4.2.1  4개의 모델에 대한 대표값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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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그룹 독일 중국남부대학 MIT

미래 가격 측정 

참고
현재(2017) 가격, 

분석 기간동안 일정

여러 시나리오- 

최근 연도 평균

(예: 평균 5년)

전문가 예측, 분석 

기간동안 일정

전문가 예측, 아

래의 값은 생산기

간의 평균임

코발트(USD/tonne) 91,000 28,946 64,855 55,535

구리(USD/tonne) 6,886 6,745 6,500 6,965

망간(USD/tonne) 2,040 980 1,685 1,640

니켈(USD/tonne) 14,840 14,920 12,862 22,962

총 망간단괴 금속 

값(USD/tonne) 
1054 341 830 956

망간단괴 순금속 값

(USD/tonne)

금속 수율과정 포함

974 318 731 869

추정된 운영관련비 현금 흐름 규모

Capex(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

개발 이전 360 210 313

개발- 집광자 1,276 789 1,100 1,643

야금 선광 2,415 754 2,000 2,072

합
4,051

(백만 USD)
1,543 3,310 4,028

Opex(운영비)

개발- 집광자 450 91.5 300 413

금속 선광자 670 321 600 654

합
1,120

(백만 USD/년)
412 900 1,067

잔존 가치 0 0 0 500

장소 재조정 0 0 0 50

추정된 금융체제 관련 현금 흐름 규모

보증국 세율 25% 불포함 25%+17%세금 25%

로열티 포함 불포함 포함 포함

국제해저기구 요금 0 n/a 0

라이센스 비용 및 

환경 징수액~505

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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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과 관련하여서는 2019.2.25~3.1일 기간 동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ISBA/25/C/CRP.1/Rev.1)’의 재정적 모델에 대해 비공식 워킹그룹의 결과에 대한 Olavmyklebust(노르웨이) 

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망간단괴와 관련된 지불조건과 최적의 지불메커니즘에 초점을 두었는데, 

모델에 초기운영 재정부담 유예기간(Ramp-up) 포함 주장을 수용, 환경부담금이 책임신탁기금으로 포함, 

재정적 조건의 경우 2단계 지불율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개발규칙의 논의는 제25회기에

서 좀 더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는 바, 심해저에서의 활동을 위한 표준 및 지침, 사회 

기능위임 및 규제의 효율성, 개발규칙초안과 지역환경관리계획(REMP,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의 관계, 심해저 활동 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이행, 환경계획 및 성과평가의 독립적 검토, 검사 메커

니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심해저공사 합작법인을 위한 2건

의 초안 등 심해저공사와의 합작법인을 제안하면서 심해저공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심해저

공사의 논의는 심해저공사의 운영, 폴란드와의 합작법인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였다. 

제25차 회기 총회 및 이사회는 2019.7.16~7.27일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검토,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 이행 채택, 각국의 심

해저광업 관련 국내법의 지위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 법률기술위원회 의장의 법률기술위원회 작업 보

고,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 업저버 지위 요청 검토가 있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과 관련하여 워킹그룹 의장 Olav Myklebust는 2019.7.11~7.12일까지 개최된 

실무 그룹의 두 번째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의장은 특히 MIT 보고서가 제안한 지불메커니즘에 대한 

세 가지 옵션, 즉 고정비율 로열티 메커니즘(fixed rate royalty Mechanism), 종가 로열티(ad-valorem only 

royalty) 및 결합된 이익 기반 시스템(combined profit-based system)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환경기금의 

설정에 대한 옵션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계약자의 탐사, 개발 단계에서의 현저한 투자를 고려하여 

금속가격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로열티와 이익공유의 결합을 지지하였으며, 로열티와 이익공유는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개발규칙에 대한 조문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독일, 자메이카, 통가, 프랑스, 나우루 등은 개발규칙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추가 기회를 요청하고 영국, 노르웨이, 중국, 프랑스 등이 지지하여 2019.10.15일까지 개별 의견 

수렴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슈별 코멘트로 재정조건, 표준 및 가이드라인, 지역환경관리계획, 보증국 및 

환경보호, 독립검토메커니즘 등 5가지에 대해 조문별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심해저공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25회기에서 임시사무국장을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대표 위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는 바, 이사회는 사무총장은 심해저공사 특별대표의 계약을 연장

하고 국제해저기구 제26차 회기 종료까지 위임조건을 갱신하도록 최종결정(ISBA/25/C/36) 하였다. 법률

기술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은 이사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달성해야 하며. 요구되는 전문성은 법률기술위원회에 존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26회기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24회기에서 승인된 2019~2023년도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략계획에서 설계된 9

가지 전략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상위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략계획의 이행 관련 최종결정

은 ⅰ) 결정문안 부속서 1에 명시된 2019~2023년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에서 각 전략방향에 대비하여 

국제해저기구의 각 우선순위에 대해 개발된 성과지표를 채택, ⅱ) 결정문안 부속서 2에 포함된 2019~2023

년 국제해저기구 고위행동계획 채택, ⅲ) 사무총장에게 사무국의 2019~2023년 비즈니스 계획을 개발할 때 

성과지표 및 결과 목록을 검토하도록 요청, ⅳ) 필요에 따라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및 분석하며, 

전략계획에 따라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사무총장에 요

청, ⅴ)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전략계획, 고위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과 확인된 결

과 달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5) 제26차 국제해저기구의 이사회 3월 회기는 2020.2.17~21일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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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탐사계약 체결 현황 보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 검토, 지역환경관리

계획 관련 논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개발규칙 제47조 관련, 부속서 4관련),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회기 중에 선행투자가 회의가 개최되었는 바, 탐사계약이 2021년에 종료됨에 따라 탐사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개발단계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나 현재 광물시장이나 국내적 여건 등을 고려

했을 때 개발단계의 진입은 시기상조라는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여 계약연장을 위해 공동노력 할 것을 결

의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전 계약의 재정적 조건 개발을 위한 비공식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실무그룹이 

옵션을 완전히 승인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무국에 2단계 고정 종가 로열티 메커

니즘과 2단계 점진적 종가 로열티 메커니즘을 추가 고려하기 위한 보고서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또한 개발규칙의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현재의 재정 모델 이외에 ①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비공식 워킹그룹, ② 검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비공식 워킹그룹, ③ 제도 문제에 관한 비공식 워킹그

룹을 설립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들 3개의 워킹그룹은 재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존 비공식 워킹그룹과 

함께 각 지역그룹이 한 개의 워킹그룹 facilitator를 지정하여 이사회 회기 동안 개최된 토론을 중재하

고, 필요에 따라 각 회기 사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비공식 워킹그룹 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함으로써 개발

규칙 제정을 위한 국제해저기구의 노력을 피력하였다. 아시아 그룹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비

공식 워킹그룹을 맡게 되어 해양환경분야에서 아시아 그룹의 기여가 중요하다. 개발규칙 초안에서 해양

환경분야의 최대 쟁점은 지역환경관리에 대한 법적성질과 개발규칙에 적용방법, 시험광업의 적용가능성, 

환경이행보증금(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과 함께 현안사항이 많은 분과 중 하나이다. 특히, 

사무국은 환경이행보증금 양식과 금액산정을 위한 표준/지침 초안을 개발을 위해 컨설턴트를 2020년 2월 

21일 모집하여 이 작업으로 2020년 4월 1일 초안을 제출하고, 사무국이 2020년 4월 15일 검토하여 2020년 

5월 1일 컨설턴트가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개발규칙, 부속서 등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지침의 형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분야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이 결과에 따라 부속서나 지침 등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에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26차 회기 총회 및 이사회는 코비드 19로 인해 26회기는 2020.10월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도 총회는 2021.12.13~2021.12.15, 이사회는 2021.12.6~2021.12.10 자메이카 킹스톤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제26회기가 개최되었다. COVID-19로 인해 제26차 이사회 및 총회가 국제해저기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는 점과 2021.12월 현재에도 26회기가 미종료되었다.  제26회기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의제는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과 표준 및 지침, 심해저공사에 

대한 특별보고, 전략계획 및 고위행동계흭의 이행보고, 사무총장선거, 국제해저기구 예산 및 회원국 분담금, 

이사국 공석 선거 등이다.  제26회기에서 망간단괴 탐사계약을 연장 신청한 우리나라는 2021.4.26일에 

향후 5년 기간의 탐사계약 연장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ISBA/26/C/51). 법률기술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하여 법률기술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 선거를 관리할 절차가 가능하지 않아 현재의 법률기술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업무를 2021년에도 지속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임기는 2022.12.31일로 하였다(ISBA/26/C/30, ISBA/26/A/23)). 또한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은 현 사무총장인 영국의 Mr.Michael William Lodge가 202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임기의 

사무총장으로 재선되었다(ISBA/26/A/16). 한편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선거에서 2021.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임기의 이사국은 그룹 A에서 중국, 일본, 그룹 B에서 인도, 그룹 C에서 캐나다, 남아공, 

그룹 D에서 방글라데시, 브라질, 우간다, 그룹 E에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체코,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2년차에 벨기에(2023), 노르웨이(2024)에 양도), 폴란드, 시에라 레온(알제리(2023~2024)에 양도), 

스페인 (노르웨이(2022)에 양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노르웨이(2023)에 양도)이 선정되었다. 

국제해저기구 예산의 경우, 회원국들의 현 코비드 사태를 감안한 긴축 요구로 소폭 삭감되어 2021~2022년 

예산은 $19,411,280 이다(ISBA/26/A/19). 이밖에 제26회기에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이익공유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개발과 관련된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이 문제에 대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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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기에서는 나우루가 보증한 Nauru Ocean Resources Inc.이 개발사업계획서 승인신청 목적의 문서를 

2021.6.25일 제출함에 따라 1994년 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제15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이사회는 개발작업을 

승인하기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해저기구는 개발규칙 제정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Nauru Ocean Resources Inc.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에 따라 심해저 

광업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최초의 계약자가 될 것이다.

2.4.2.1.2.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보고서

2.4.2.1.2.1.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재검토 회의의 의의 및 경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 총회는 협약 발효 후 매 5년마다 국제심해저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정기적 재검토(periodic review)를 수행하도록 규정(협약 제154조)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정기적 재검토)

총회는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심해저제도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

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재검토를 한다. 이러한 재검토에 비추어 총회는 제11부 심해저(The AREA) 

및 이와 관련된 부속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도운용의 개선을 가져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기

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2015년 국제해저기구 제21차 회의에서 총회는 검토위원회(review co㎜ittee)를 

구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consultant) 선정, 2016년 제22차 총회 전까지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는 2017년까지 완성하기로 한 바 있다.

검토위원회는 총회 의장, Bureau, 이사회 의장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마련한 전문가 목록에서 

전문가를 선출하고 전문가와 면담하여 검토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16.1월 Seascape 

Consultants Ltd.를 독립전문가로 선정하고 관련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는 총 55개 문항으로 2016.2.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항목은 1. 설문조사에 임하는 참석자에 대한 정보, 2.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체제에 대한 질문(국제해저기구가 심해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였는가?), 3. 국제해저기구의 

연차회의에 대표성 및 참여(대표성과 참여 정도, 옵서버에 기회 부여 등), 4. 총회의 평가(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 5. 이사회의 평가(이사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6. 사무국 평가(사무국의 

구조, 사무국의 지원, 심해저공사의 기능, 적절한 인력과 전문성 등), 7. 법률기술위원회의 평가(전문성 

배분, 업무량, 자문단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사회와 총회의 준비위원회로 변모, 중립성 등), 8. 

재정위원회의 평가(법률기술위원회와 동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eascape는 국제해저기구 조직 구조 진단, 심해저 탐사 및 개발 계약 규칙 검토, 총회/이사회/법률기술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검토하여 2016.5.15일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Period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Pursuant to UNCLOS Article 154 INTERIM REPORT). 이에 대하여 검토위원

회,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원회, 사무국 등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7.2.3일 검토위원회

(의장: Helmut Tuerk)는 사무총장에게 총 19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ISBA/23/A/3)를 제출하

였으며, 2017.7월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한 보고서(ISBA/23/A/5/Rev.1)를 제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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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2.2.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의 분야별 권고사항(ISBA/23/A/3)

2016년 잠정보고서에 대한 각 기관별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

가) 검토위원회의 견해(Comments by the Review Committee): Helmut Tuerk 검토위원회 위원장(前 

ITLOS 재판관)은 심해저 광물개발을 위한 탐사제도, 국제해저기구 총회 참석률 관련 사안, 

총회·사무국 및 하부기관의 업무수행력 등에 대한 검토로 구성된 전체 103면에 달하는 잠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특히, 국제해저기구의 미래 과제 및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다 전략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Seascape가 진행한 설문조사 표본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며 답변 수 역시 제한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보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해저기구가 심해저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현저한 노력을 한 것에 모두 동의하지만 장래 비전과 

과업에 대처하기 위해 좀 더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증국이 심해저활동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심해저탐사 관련 권리와 의무는 설립된 것으로 보이나 

상업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설립되지 않아 이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심해저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감독관에 대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계약조건의 

이행 및 집행관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계약자들이 수집한 환경자료의 공유 및 접근에 대한 문제가 

계약자들의 계약의무 수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상업단계가 다가옴에 따라 강제력 

있고 명확한 해양환경보호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평가와 강제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국제해저기구는 인류공동유산원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계약자들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가 재조사되어야 하고, 국제해저기구에 제공된 자료와 정보와 관련된 비밀준수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정의가 필요하지만 제154조 검토 절차에서 할 것이 

아니라 UN에서 해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유보광구 운영의 분석을 포함하여 심해저공사의 운영에 대한 

연구 필요 제안을 주목한다.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사무국이 공사 사무국장의 임명을 포함하여 

향후 설립될 심해저공사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게다가 

경제기획위원회(Economic Planning Co㎜ission)를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는 장차 상업적 해저광업의 출현에 충분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운영되어야 한다.

과학적 커뮤니티와 관련 심해 과학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좀 더 참가한다는 점에서 검토위원회는 

법률기술위원회와 사무국의 전문성 수준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제안과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을 통합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국제해저기구 연차회기 참석 및 대표성과 관련하여 총회 회의에 불충분한 참석은 수년 동안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만약 총회의 결정이 의사정족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결정은 도전에 직면하는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옵서버들의 참여를 규율하는 규칙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해저기구가 

채택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IMO)나 다른 국제기구의 절차규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회가 국제해저기구의 광범한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검토위원회는 총회의 작업에서 더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용한 환경과 같은 특수한 영역을 처리하는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검토위원회는 총회가 당사국들의 관심 결여, 회의에 저조한 참석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보고서 견해에 동의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해저기구의 최고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한 

단계로 총회 의장을 1년 이상으로 재선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게다가, 총회의 회합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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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란 점은 많은 당사국들이 대표단을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한 아주 불리한 요소이다. 검토위원회의 

견지에서, 총회는 매년 1주간은 회의를 지속해야 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2년마다 회의하는 것은 총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정규연차회기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9조 2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총회의 회기를 

더 원활하게 하고 다른 국제기구의 실행에 따라서 총회는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되어서는 안 되며, 

이사회는 연차총회 회기의 개시에 앞서 회합해야 한다.

이사회의 작업량이 장래에 증가하기에 이사회 회기를 연 2회로 하고 두 번째 회의를 총회의 연차회기에 

앞서 개최되어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이사회가 각 세션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기록과 그들이 수행할 

일정을 공표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에 동의한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이사회가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해 제공받은 정규정책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사무국의 구조는 심해광업 개발을 위한 제도로서 재평가되고 최적화될 필요가 있다. 검토위원회의 견해로 

사무국은 최근에 계약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수의 직원과 재정적 압박상황에도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기에 

직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직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역점을 두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위원회는 국제해저기구를 대신하여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결정은 이 보고서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검토위원회는 법률기술위원회가 다양한 직무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량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법률기술위원회는 또한 몇몇 분야에서 추가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며, 하부위원회의 설치는 

법률기술위원회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기술위원회 작업의 투명성 

결핍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역점을 두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위원회의 입장에서 투명성은 

비밀성을 예외로 하고 일반적 규칙이어야 한다. 법률기술위원회의 3회의 회합은 바람직해 보이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같이 위원회 위원들의 다른 책임의 관점에서 현실적이 아닐 수 있다. 

법률기술위원회 위원들은 권한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각자의 국가 대표단으로서 행동하는 

것을금지해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재정위원회원회의 회의시기에 대해 매 연차회기 동안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의 회합에 

연계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재정위원회는 각 기관들의 회의 동안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를 검토할 지위에 

있다. 또한 재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당해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에서 각자의 국가 대표단으로서 행동을 금지한다. 

검토위원회는 잠정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해저기구 업무의 명확한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 

종합계획이 총회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동 계획은 국제해저기구가 환경보호 조치들을 어떻게 

다루고 확립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검토위원회는 메커니즘이나 사찰단을 설립하라는 제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검토할만하다고 보인다. 경제기획위원회와 심해저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검토되어야 한다.

나)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의견(Co㎜ents by the LTC): 법률기술위원회는 제154조에 따른 심해저 

제도의 정기적 검토가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선 너무 적은 응답자수(71명), 응답자들 중 한 명 또는 아주 극소수에 

의한 권고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점 등 검토 방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토 중인 

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부족한 지식과 국제해저기구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책임 또는 의무에 

관하여 범주화 할 수 없었다. 또한 낮은 지리적 대표성으로 인하여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몇몇 법률기술위원회 위원들은 투명성과 정보 부족 간의 구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는 국제해저기구가 명확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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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보고서는 당 회기에서 국제해저기구의 행동을 일깨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법률기술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들은 국제해저기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동 보고서의 

작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법률기술위원회에서 제기된 논점은 협약에서 설정된 국제심해저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검토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하며, 이 보고서는 잠정적인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 재정위원회의 검토의견(Co㎜ents by the FC): 재정위원회는 2016.5.25일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과 

Seascape Consultants Ltd. 사가 작성한 잠정보고서를 2016.7.6~11일 검토하였다. 재정위원회는 재검토를 

위한 질문지의 응답률이 단지 한 개 지역그룹의 응답률이 56.5%이고 다른 그룹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하였다.

재정위원회는 잠정보고서 69페이지에서 내린 결론 중 “매우 적은 코멘트가 재정위원회원회와 관련된 

질문에 답했다”는 것에 주목했고 모든 재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동 질문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재정위원회의 회의 시기와 일정과 관련하여 잠정보고서 권고 29는 “국제해저기구는 재정위원회 회의의 

시기를 당해 연차회기 주기 내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검토위원회의 코멘트 또한 

“재정위원회는 각 기관들의 회의 동안 발생하는 재정적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은 국제해저기구 회기 이전, 전체 회기 동안 

계속 회의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하였다. 즉, 실용적 접근방법에서 

보자면 법률기술위원회의 재정적 관련이 있는 결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사회가 동일 회기 내 

동일 사안에 관해 법률기술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양 기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기술위원회 의장이 재정위원회에 데이터 관리와 같은 재정적 관련이 있는 것을 질의한다면 

재정위원회는 회기 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 재정위원회는 회의 시기와 기간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을 일으키고 이행협정 Section 1(2)의 “국제해저기구의 모든 기관의 

회의 빈도, 기간 및 일정은 비용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잠정보고서 권고 29는 국제해저기구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 최종안과 

마찬가지로 신청예산을 공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해저기구 재정규칙 제3.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 회의 시작 전 최소 45일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신청예산안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회기 시작 45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에게 송부된다. 예산안이 

사무국에 의해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재정위원회와 회원국에 송부하기 위한 time 

frame 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재정위원회의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이는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자발적 신탁기금(Voluntary Trust Fund)과 관련하여 잠정보고서 권고 30은 “자발적 신탁기금은 좀 더 

많은 회의와 자발적 기부금의 증가요구에 따라 국제해저기구의 작업량이 증가될 때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발적 신탁기금은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지만 

국제해저기구가 좀 더 많은 회의를 할 경우 충분치 아니하기에 재정위원회는 총회가 회원국들에게 좀 

더 많은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동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기관들에서 위원들 개별 국가의 대표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점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재정위원회 위원은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에 참여하여 중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아니하였다. 잠정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국들은 국제해저기구의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들은 재정이 

관리되어지는 방법을 자세히 조사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위원들이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여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아주 

작은 대표단들에게는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공성성 문제는 재정위원회 규칙 

제10조에 이미 밝혀져 있는 바, 동 규정은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권고들을 하여야 하는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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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와 관련된 여하한 활동에 대해 재정적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잠정보고서는 재정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전달이나 또는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보다 그 하한선 또는 총 재정 수준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재정위원회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국제해저기구의 새로운 프로그램 섹션의 도입을 포함하는 예산 

양식의 최근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포맷을 권고함에 있어 재정위원회는 이미 회계책임, 투명성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영역에서 성취한 결과들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재정위원회는 잠정보고서의 많은 권고들은 이행될 경우, 재정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사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분야별 권고사항

잠정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설문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각 기관별 피드백 등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에 

따른 검토절차를 마친 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의 분야별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해저활동 제어와 관련하여 보증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해저분쟁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탐사계약자를 제어할 수 있는 국내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권고 01). 그리고 사무총장은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보증국의 국내 법령 및 행정조치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권고 

02).

◦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및 일관성에 대한 검토와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권고 03).

◦ 심해저 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연장 계약을 포함한 신규 계약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시행 가능한 표준 계약 조건 및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총회는 

적어도 5년 마다 모든 계약 상황을 통보받아야 한다(권고 04).

◦ 보고서 및 사업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이사회에 보고 및 계약자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 제공에 

절차상 결함이 있으므로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권고 05).

◦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환경정책, 관리 및 

계획분야 전문가의 우선적 채용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계약자가 수집한 환경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권고 06).

◦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진흥 및 장려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과학 커뮤니티 및 심해 

과학프로젝트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권고 07).

◦ 해양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비록 관련 해양기술 개발의 주된 책임은 계약자들에게 있으나, 국제해저기구는 

개발 규칙상 합의 된 표준 성능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권고 08).

◦ 이사회 결정 기록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이전 회기의 이사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이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경우 각 회기마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무국 및 또는 보조 기관에 요구되는 조치와 

관련된 결정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권고 09).

◦ 이사회 회의 빈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의 증가는 협약의 관련 규정과 이사회의 업무량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권고 10).

◦ 사무국 인력과 역량에 대해 사무총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해야 하며, 협약 제167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직원을 채용함을 고려할 수 있다(권고 11).

◦ 심해저공사의 설립과 임시 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 채광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심해저공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심해저공사 

임시 국장의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권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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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내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 내의 의사소통 및 조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메커니즘을 강구해야 한다(권고 13).

◦ 법률기술위원회 실무 그룹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다루는 실무 그룹을 

지속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특히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실무 그룹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권고 14).

◦ 국제해저기구의 향후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 산하 여러 기관의 회의 일정은 가능한 경우 

2017년 제출 예정인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8년 수정되어야 하며, 

법률기술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연초에 소집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회의 결과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권고 15).

◦ 법률기술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업무량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공개적인 회의 개최가 권장되며, 동 위원회의 전문 지식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보 위원의 

지명을 요청하는 회원국들에게 사무총장 서신에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업무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 회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권고 16).

◦ 국제해저기구의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가능하다면 2018년 제24차 회기에서 전략 계획 초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권고 17).

◦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비 기밀 정보는 널리 공유되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권고 18).

◦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의 재정 관련 규칙 및 규정의 이익분배 제도의 개발에 

있어서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인류의 공동유산을 관리하는 국제해저기구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권고 19).

정리

보증국의 입법에 대한 검토(권고 1)는 보증국들이 제정한 법률을 검토함과 동시에 ITLOS에서 요구하는 

보증국 입법의무를 국제해저기구 차원에서 국내입법 시 필수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바, 여기서 나온 

결과를 향후 국내입법 시 참조하여 심해저 광업에 따른 보증국의 책임을 면책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심해저공사의 운영(권고 5)과 경제기획위원회 설립(권고 8)과 관련하여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직의 설립에 앞서 과거 기술전문가 그룹 결과보고서(1994년)와 

같이 국제해저기구 차원에서 심해저 광업의 현황을 우선 검토하고 상업생산시점을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조직 설립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업생산 시점평가는 정치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기술, 

규제제도, 금속수요, 금속공급, 심해저 광업의 비용 등 6가지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기준으로는 

육상광업과 심해저 광업의 비교, 상업생산에 이르는 5단계별 소요시간의 추정 등이 사용된 바 있다.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지식 향상(권고 9)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의 전문지식 수준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상업적 개발에 대비하여 국제해저기구가 

중심이 된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밀보호 및 투명성(권고 12)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자들의 성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은 수준의 정보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계약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므로 기밀보호와 투명성의 범주를 동시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해저기구 회의 참가 일정(권고 13)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차기 일정이 

확정되고 각 회기에서 잠정 의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설 위원회의 설립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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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활동(권고 14~15, 42)과 관련하여 의장 임기 연장이나 개최일정과 장소의 변경은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과 동시에 국제해저기구 초기에 이러한 논의 제기 시 자메이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사회 개최 증가(권고 18)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매년 2번 개최하는 것은 현재 이사회 회합의 업무를 

우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각 회기별 2주 일정의 집중과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국 활동(권고 20~21)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현재 국제해저기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영역을 우선 

선정하고 회원국에게 관련 전문분야에 파견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기관과 재정위원회의 활동(권고 26~30)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소정의 봉사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회의참여 확대 방안을 사무국에서 마련하고 재정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제154조 검토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제해저기구를 둘러싼 제도와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단계의 국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 해양산업 영역인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해양·산업·환경·외교·법률·재정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있고, 단기간의 특정 부처나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적절한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선도적인 

심해저 자원개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심해저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국내 정부부처의 관심과 함께 민‧관‧산‧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캐나다 등 여타 국가들은 개발단계 진입을 염두에 두고 

민간기업 인사가 국제해저기구 회기에 참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주 유엔대표부 및 본국의 관련 

부처(외교·해양·산업·환경)에서 과장급 이상의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우리 역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해저기구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4.2.1.3.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

2.4.2.1.3.1. 배경 및 경과

국제해저기구는 2017년 제23차 회기에서, 사무총장에게 총회에 전략계획안 제출을 요청하였다. 2018년 

2월에 제1차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안(2019~2023년)을 공표하였고 이후 2018.3.12~27일 기간에 이해관

계자들의 코멘트 접수하였는데, 당시 총 23개의 코멘트가 제출되었다(코멘트 제출: 15개 회원국, 4개 옵

서버, 3개 계약자).

2018.5.21 수정 전략계획 초안이 공표되었고 제2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2019.5월 고위행동계획 

및 주요 성과지표 초안 공표되어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전략계획 및 고위행동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2.4.2.1.3.2. 전략계획의 내용과 방향

구성 내용과 과제

전략계획은 임무설명, 내용 및 과제, 2019~2023년까지 5년간의 전략방향, 예상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은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으로 자원의 질서 있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심해저 국제법률제도 이행의 지원, 해양환경의 이해와 효과적인 보호 보장, 

투명성과 결과의 책임 보장 등 총 9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방향과 우선순위 및 

전략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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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내용과 현안문제는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는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17개 목표 중에서 

목표(SDGs) 14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양,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개발규칙 필요, 세 

번째는 환경보호, 네 번째는 해양과학조사 결과의 공유촉진, 다섯 번째는 인류공동유산을 현실화하기 위한 

능력배양과 기술이전의 중요성, 여섯 번째는 심해저 활동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 일곱 

번째는 이익의 형평한 배분, 여덟 번째는 조직의 발전이며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이다. 

전략방향 

전략계획에서는 상기한 현안문제 9가지를 중심으로 9개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전략방향별로 

세부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방향 1은 전 세계적 맥락에서 국제해저기구 역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5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저기구 위임 사항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라 함)의 실현, 관련 국제조직과의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강화, 개발도상국을 고려, 심해저 활동과 해양환경의 "합리적인 

고려"를 촉진한다.

전략방향 2는 심해저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강화로서 6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협약 및 이행협정에 명시된 정책, 목표, 기준, 원칙 및 규정에 따라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모든 단계를 다루는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과 심해저 활동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촉진, 

세계 금속시장 상황과 금속가격, 동향 및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심해저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촉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 심해저 광업으로 인해 

육상광업국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경제적 지원책을 

개발한다. 

전략방향 3은 해양환경의 보호로서 5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심해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환경관행에 기초한 적응적이고 

실용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개발, 이행 및 유지한다. 그리고 

탐사나 개발이 진행 중인 심해저지역에 대한 지역 환경 평가 및 관리계획을 개발, 이행 및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계약자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보장, 광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방법 개발과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및 기타 위험을 방지, 감소 및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 절차,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방법을 개발한다. 

전략방향 4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촉진 및 장려로서 5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심해저 활동에 관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용 가능한 경우,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수집하여 보급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숍 

및 출판물을 통해 국제과학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비밀 정보와 데이터,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준데이터의 상태에 대해 요약하고 심해저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전략방향 5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로서 4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기금모금 

확대와 함께 계약자 교육프로그램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전략방향 6은 개발도상국의 완전한 통합참여 보장으로서 5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지리적 

불리국 등의 요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심해저 제도의 이행에 완전히 통합된 

참여기회 부여와 함께 참여범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술 훈련 및 

심해저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심해저공사 및 개발도상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유보광구에 대한 상세한 자원평가 수행 및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가능한 접근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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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전략방향 7은 재정적 및 기타 경제적 혜택의 형평한 공유의 보장으로서 1가지 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심해저 활동으로 인한 재정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투명한 방법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적용한다.

전략방향 8은 해저기구의 조직, 성과 개선으로서 4가지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업무수행에 충분한 

자원과 전문 지식을 배분, 투명성과 신뢰성을 개선하여 해저기구의 회원국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보다 

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작업 프로그램 및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 유지함과 동시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적인 옵션을 평가한다.

전략방향 9는 투명성에 기여로서 4가지의 세부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업에 

대한 정보 전달, 비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보장,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작업관행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팅 전략과 플랫폼을 구축한다.

2.4.2.1.3.3. 전략계획의 이행방안

국제해저기구 제24차 회기에서 총회는 “2019~2023년 국제해저기구 전략계획”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에게 

특히 “이용가능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고위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주요 성과지표와 향후 5년간 

성과물 목록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국제해저기구가 전략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와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과 해저기구의 여러 기관의 업무간 연계를 제공하는 

고위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 사무국은 2019.5월에 개발되었던 성과지표 초안과 고위행동계획 초안에 대해 

1개월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고위행동계획 초안과 개정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며 

전략계획이행을 위해 2019.7월 총회는 이에 대해 토의를 거쳐 성과지표와 고위행동계획을 결정했다. 

고위행동계획은 전략계획의 세부실천 방안으로서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전략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고위행동계획에 따른 2019~2023년 기간 동안의 성과물(Outputs)은 완료년도(Target 

completion year), 책임기관(Organ(s) responsible), 관련기관(Associated organ(s)), 협조기관(Coordina 

-ting organ(s))으로 분류하여 국제해저기구의 각 기관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적시하고 있다.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고위행동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전략방향별 세부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고위행동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지면상 애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제해저기구 조직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요구하는 것을 일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위행동계획에서는 사무국의 사업계획을 2020년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의 사업계획 개발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제해저기구 임무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계획, 고위행동계획 및 기타 관련 작업계획이 

평가지표이다. 전략계획 및 고위행동계획의 이행 보고는 그 효과와 국제해저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무국은 총회 각 회기에서 고위행동계획에 포함된 성과물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관련 기관에서 수락한 새로운 성과물을 파악한다.

2.4.2.1.3.4. 국제해저기구 기관별 전략계획 이행

총회

2019~2020년 보고기간 동안 총회는 결정 ISBA/25/A/15 및 ISBA/25/A/15/Corr.1 결정 부속서 Ⅱ에 

나열된 대로 37개의 고위행동 및 42개의 관련 산출물에 대한 일부 책임이 할당되었다. 7건의 경우 특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는 특히 관심 있는 고위행동으로 다루었다(고위행동 1.3.1, 2.3.2, 

2.4.1, 3.2.4, 3.4.3, 3.5.4 및 7.1.2). 따라서 보고 기간 동안 식별된 총 항목은 49개이다.

총회는 33개의 산출물의 담당기관, 13개의 산출물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나머지 산출물을 위한 

조정기관으로 확인되었다. 2020.5.31일 기준으로 할당된 고위행동 및 산출물 중 37개(75.5%)가 

완료되었으며, 12개(24.5%)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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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방향 1: 전세계적 맥락에서 국제해저기구의 역할 실현

전략방향 2: 심해저 활동을 위한 규제적 프레임워크 강화

전략방향 3: 해양환경의 보호

전략방향 4: 심해저 해양과학조사의 촉진 및 장려

전략방향 5: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강화

전략방향 6: 개발도상국에 의해 전적으로 통합된 참여의 보장

전략방향 7: 재정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균형 있는 공유 보장

전략방향 8: 국제해저기구의 조직적 수행 향상

전략방향 9: 투명성을 위한 노력

전략방향
보고 기간 

관련된 항목 수

달성
진행 중

(in progress)
보류 달성율(%)진행 중

(ongoing)
달성

전략방향 1 4 14 - - - 100

전략방향 2 2 2 - - - 100

전략방향 3 3 2 - 1 - 67

전략방향 4 2 - - 2 - 0

전략방향 5 6 - 3 3 - 50

전략방향 6 7 3 2 2 - 71

전략방향 7 1 - - 1 - 0

전략방향 8 12 9 1 2 - 83

전략방향 9 2 1 - 1 - 50

합 계 49 31 6 12 - 75.5

표 2.4.2.2  2019~2020년 기간 동안 총회에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완료 및 관련 산출물 현황

이사회

2019~2020년 동안 이사회는 앞서 언급한 결정의 부속서 Ⅱ에 나열된 대로 34개의 고위행동과 43개의 

관련 산출물에 대한 일부 책임을 맡았다. 8건의 경우, 특정 산출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관심 있는 

고위행동으로 다루었다(고위행동계획 2.2.1, 2.3.2, 3.1.4, 3.2.4, 3.4.3, 3.5.2 및 3.5.4). 보고기간 

동안 식별된 총 항목 수는 51개이다(표 2.4.2.3).

이사회는 17개의 산출물을 담당기관, 31개의 다른 산출물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및 나머지 산출물을 

위한 조정기관으로 확인된다. 특히 일부 산출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 상태의 두 가지 

하위 범주를 확인했다. 지속적인 주의와 조정이 요구되는 산출물에 관한 “진행 중(ongoing)”과 특정 

보고기간 또는 조치에 대한 보고된 산출물에 관한 “달성(achieved)”이다.

2020.5.31일까지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및 산출물 중 32개(63%)가 완료되었고, 19개(37%)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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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보고에 관련된 

항목 수

달성
진행 중

(in progress)
보류 달성율(%)진행 중

(ongoing)
달성

전략방향 1 2 1 - 1 - 50

전략방향 2 9 7 1 1 - 89

전략방향 3 19 4 5 10 - 47

전략방향 4 2 - - 2 - 0

전략방향 5 1 - - 1 - 0

전략방향 6 4 1 1 2 - 50

전략방향 7 - - - - - 적용불가

전략방향 8 7 5 1 1 - 86

전략방향 9 7 5 1 1 - 86

합 계 51 23 9 19 - 63

표 2.4.2.3  2019~2020년 보고기간 동안 이사회에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관련 산출물 이행 현황

법률기술위원회

2019~2020년 보고 기간 동안 법률기술위원회는 ISBA/25/A/15 및 ISBA/25/A/15/Corr.1 결정 부속서 Ⅱ에 

나열된 대로 25개의 고위행동 및 30개의 관련 산출물에 대한 일부 책임이 할당되었다. 3건의 경우 특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는 특히 관심 있는 고위행동으로 다루었다.(고위행동 2.2.1, 3.1.4, 

3.5.2) 따라서 보고 기간 동안 식별된 총 항목은 33개이다(표 2.4.2.4). 법률기술위원회는 11개의 

산출물의 담당기관, 11개의 산출물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나머지 산출물을 위한 조정기관으로 

확인되었다. 2020.5.31일 기준으로 할당된 고위행동 및 산출물 중 18개(54.5%)가 완료되었으며, 15개 

(45.5%)가 진행 중이며, 전략방향 1, 8, 9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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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보고 기간 

관련된 항목 수

달성
진행 중

(in progress)
보류 달성율(%)진행 중

(ongoing)
달성

전략방향 1 1 1 - - - 100

전략방향 2 4 1 1 2 - 50

전략방향 3 15 2 5 8 - 47

전략방향 4 - - - - - 적용불가

전략방향 5 5 - 1 4 - 20

전략방향 6 4 2 1 1 - 75

전략방향 7 - - - - - 적용불가

전략방향 8 1 1 - - - 100

전략방향 9 3 2 1 - - 100

합 계 33 9 9 15 - 54.5

표 2.4.2.4   2019~2020년 보고기간 동안 법률기술위원회에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관련 산출물 이행 현황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10개의 고위행동 및 13개의 관련 산출물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할당받았다. 한 건에서 어떠

한 특정 산출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14개의 항목이 확인되었다. 재정위원회는 2개의 산출물

에 대한 "담당 기관"으로, 기타 산출물 11개를 "관련 기관"으로, 그 중 1개를 "조정 기관"으로 확인하

였다. 2020.05.12를 기준으로 할당된 고위행동 및 산출물의 12건(86%)이 완료되었고, 2건(14%)이 진행 

중에 있다. 전략방향 2(“심해저 활동을 위한 규제적 프레임워크 강화”)에 따른 모든 할당된 산출물은 

완료되었다(표 2.4.2.5).

전략방향
보고 기간 

관련된 항목 수

달성
진행 중

(in progress)
보류 달성율(%)진행 중

(ongoing)
달성

전략방향 1 - - - - - -

전략방향 2 1 1 - - - 100

전략방향 3 - - - - - -

전략방향 4 - - - - - -

전략방향 5 - - - - - -

전략방향 6 - - - - - -

전략방향 7 2 - 1 1 - 50

전략방향 8 11 6 4 1 - 91

전략방향 9 - - - - - -

합 계 14 7 5 2 - 86

표 2.4.2.5  2019~2020년 보고기간 중 재정위원회에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완료 및 관련 산출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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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ISBA/25/A/5에 설명된 대로 전략 계획은 고위행동계획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표는 5년 동안 전략 계획에 따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019년의 모든 성과 지표에 대한 첫 번째 평가(2020년 총회에서 고려)는 지표에 대해 가능한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2019~2020년(2020.05.31 기준) 성과 지표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사무국에 의해 작성되었다(표 2.4.2.6).

 ISBA/25/A/15 및 ISBA/25/A/15/Corr.1의 결정에서 총회는 국제해저기구의 기존 작업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하였음을 상기하고, 이에 따라 전략계획 및 고위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해저기구 및 옵서버, 그리고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을 초청하였다.

2019~2020년 보고 기간 동안 사무국은 앞서 언급한 결정의 부록 Ⅱ에 나열된 121개의 관련 산출물과 함께 

65개의 고위행동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할당받았다. 두 가지 경우에 특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는 

특히 관심 있는 고위행동계획을 다루었다(고위행동 5.2.2 및 9.3.3 참조). 따라서 이 보고를 위해 확인된 

총 항목 수는 122개이다. 사무국은 95개의 산출물을 "담당 기관"으로, 기타 산출물 20개를 "관련 

기관"으로, 그 중 7개를 "조정 기관"으로 확인하였다.

2020.5.31일 기준으로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및 산출물의 70.5%(86)가 완료되었으며, 29%(35)는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기술위원회가 이 조치와 관련된 임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략방향 4 (“심해저 해양과학조사 촉진 및 장려”)에 따른 하나의 고위행동계획(4.5.2)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전략방향 1 (“전 세계적 맥락에서 국제해저기구의 역할 실현”) 및 7 (“재정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형평한 공유 보장”)에 따라 보고 기간에 할당된 모든 산출물이 완료되었다.

전략방향
보고 기간 

관련된 항목 수

달성
진행 중

(in progress)
보류 달성율(%)진행 중

(ongoing)
달성

전략방향 1 14 14 - - - 100.0

전략방향 2 6 4 1 1 - 83.0

전략방향 3 13 3 3 7 - 46.0

전략방향 4 12 2 1 8 1 25.0

전략방향 5 16 4 6 6 - 62.5

전략방향 6 14 6 5 3 - 78.5

전략방향 7 1 - 1 - - 100.0

전략방향 8 25 14 4 7 - 72.0

전략방향 9 21 15 3 3 - 86.0

합 계 122 62 24 35 1 70.5

표 2.4.2.6  2019~2020년 보고기간 중 사무국에 할당된 고위행동계획 완료 및 관련 산출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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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4.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

2.4.2.1.4.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의의 및 경과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해서는 탐사규칙에 더하여 개발규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규칙에 

대한 논의는 2011년 피지 대표의 요청(ISBA/17/C/22)과 심해저 제1기 투자자인 선행투자가의 15개년 

탐사계약 종료가 도래함과 동시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노틸러스(Nautilus),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GSR (Global Seamineral Resources NV) 등 민간기업의 광구 확보에 따라 동 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ISBA/18/C/4, para.4)

심해저광물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피지 대표의 제정 요청

◦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광구 확보 가세로 필요성 강화

◦ 전략적 작업계획(2012.07 국제해저기구 사무국 제출)

◦ 망간단괴 개발규칙 기본체계개발(Technical Study: No.11)

◦ 2013년 01월 국제해저기구 consultants (Allen L. Clark, Jennifer Cook Clark)

◦ 법률체계, 재정제도, 수요공급 및 시장고려요소, 민감도 분석 등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014.02 국제해저기구 사무국)

◦ 개발활동 규제를 위한 기본체계(2015.03 LTC)

◦ 지불메커니즘에 관한 논의 보고서(2015.03 사무국)

◦ 이해관계자 코멘트를 고려한 기본체계 수정안(2015.07)

◦ 개발규칙 및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작업초안 및 환경관리초안(2016.07)

◦ 개발규칙 초안(2017.08)

◦ 개발규칙 초안 수정작업(2018.04,2018.07)

◦ 개발규칙 초안 최종본(2019.03)

법률기술위원회는 2015.7월 회의에서 개발규칙 초안을 안내하고 지시하기 위해 수정초안 구성과 실행계획을 

숙고하였는바, 수정초안은 2015.3월 “국제해저기구 회원국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간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가 수정한 수정초안 구성과 

실행계획은 2015.7.15일 이사회에서 high-level 이슈에 대한 토론과 함께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7가지 

최우선 처리문제(Priority Deliverable) 목록을 제안하였고 제21회기에서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2016.3월 이후 사무국은 현재 및 미래의 규제 법률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4개의 문서를 

준비하였는바, 이들 기술적 논의문서들은 분쟁해결, 기밀,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소통과 직무, 심해저에서의 

집행 및 책임문제 등을 포함한다. 2016.7월 회의에서 법률기술위원회는 이 보고서 부속서 1에서 제시한 

이해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수정된 작업초안을 검토하였다. 2017.7월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을 제시하였는바, 동 초안은 전문, 제14장, 94조, 5개 부속서로 구성된다. 

2018.7월 회의(제24회기)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법률기술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회는 2018.9월까지 회원국과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발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3월 법률기술위원회는 최근에 

제출된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규칙초안에 대한 토론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토론 문서에 근거하여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ISBA/25/C/WP.1)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공식 문서로 제출하였다. 제25회기 2차 회의에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은 

ISBA/25/C/WP.1 문서에 기초하여 논의되었고,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2019.10.15일까지 개별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사무국은 제출된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ISBA/26/C/CRP.1)을 

회람하여 제26-1차 이사회에서 이 문안에 기초하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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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

가) 논의 절차: 협약 및 이행협정에 의하면 개발규칙은 단일 국가의 개발규칙 제정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기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2년 이내에 그러한 규칙의 

채택을 완료하여야 한다(협약 제162조 2항(o), 제165조 2항 (f), 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15항(a)(b)). 

다만,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 내에 개발과 관련된 규칙, 규정 및 절차 정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협약의 규정 및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 또는 협약에 포함된 규범과 이 부속서에 포함된 조건과 원칙뿐만 아니라 

계약자간의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잠정적으로 승인한다(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15항(c)).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지대표의 개발규칙 제정 요청 이후, 국제해저기구와 관련 기관에서는 

개발규칙 제정을 위해 각종 컨퍼런스나 워크숍 개최를 통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규정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 사무총장의 요약 보고서: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이 제출한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방향에 관한 

요약보고서에 언급된 개발규칙 제정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채광면허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발급하자는 것이다. 즉, 독점탐사광구에서 시험채광과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향후 개발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3년 유효기간의 예비채광면허를 우선 발급하고 

예비채광면허 기간 동안에 수행하는 시험채광, 환경영향평가 등에 근거하여 장기간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채광면허를 발급하도록 제안하였다(ISBA/19/C/5, pp.4~5).

로열티 체계 부분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는 육상에서의 조광료/채광세 등의 개념을 해양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즉,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저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원칙하에 상업생산 개시일 

부터 일정한 연간 고정수수료와 순이익의 일부 형태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로열티 체계에 대해서는 ⅰ)단위로열티 방식(광물의 양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 ⅱ)종가로열티방식 

(판매가치에 근거), ⅲ)수익기준로열티 방식 ⅳ)혼합로열티 방식 등을 논의 중이나(ISBA/19/C/5, p.6), 

로열티 지급기준, 해저광물자원 개발의 특수성(난이도 및 위험도가 높음) 고려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당장 로열티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심해저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복합 사회적 기업(Hybrid Social Business, HSB)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ISBA/19/C/5, p.7).

다) 사무국의 설문조사: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은 2014.3~6월 개발규칙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 환경, 

보건, 안전, 안보 등 총 34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대한민국, 독일 

등 정부단위, IUCN, WWF, Earthjustice 등 환경단체, DORD (Deep Ocea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 UKSRL (UK Seabed Resources Ltd), TOML (Tonga Offshore Mining Ltd) 등 민간기업, 기타 학계, 

비정부기구 등 총 54개 주체가 답변하였다. 

재정제도와 관련하여 22개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단순하고 투명한 지불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안적 로열티 유형은 단위 로열티(습윤 톤 기준)에 이익에 약간의 로열티를 

포함하는 금속 함유율의 평가가치에 기반한 종가 로열티가 제안되었다.

라) 법률기술위원회의 개발규칙 초안: 법률기술위원회는 개발규칙 초안 제정을 위해 3차례의 보고서와 

최종 초안을 2017.8월 제출하였다. 2015.3월 보고서는 10개장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초안의 

주요 내용은 신청서 양식의 경우 물리적 차이가 존재 시 별개의 작업계획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의 경우 승인된 개발 요구조건의 전달과 환경관리계획의 의무전달을 위한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비용은 독립적인 평가절차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개발규칙 제정 시 특별고려 사안으로는 개발 작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될 데이터 및 정보,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환경관리계획, 사회적 영향평가 및 실행계획, 작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발지역의 규모 및 위치, 환경채권 및 보증의 이행, 지속가능 해저기금, 환경책임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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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16.7월 발간되었는데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규칙 및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초안을 소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14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특히 심해저 활동의 효율적인 

행위와 불필요한 낭비를 회피하고 건전한 보전원칙에 따라 자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자격 있는 

신청자만이 개발계약을 체결, 건전한 산업관행에 따라 심해저 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리, 공정한 재정적 

분배, 투명한 의사결정, 해안선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및 기타 위험과 해양환경의 생태학적인 

균형을 방해 하는 것을 예방, 삭감 및 규제하고 최적 환경관행 및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심해저 

활동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 해상에서의 생명과 재산 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보고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2017.1월 제출하여 회원국에게 회람하였다. 동 환경규정은 

전문, 일반사항, 환경평가, 환경계획 준비,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환경계획의 사전검토, 공개 및 협의,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한 환경계획의 검토, 환경계획의 수정 및 정기적 검토,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사회 및 문화적 관리, 폐쇄계획 및 사후 폐쇄 모니터링, 강제조치, 자료 및 정보관리, 연차보고 의무, 

기타 행정문제, 환경규칙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보고서는 2019.3월 법률기술위원회는 최근에 제출된 해저기구 회원국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규칙초안에 대한 토론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토론 문서에 근거하여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ISBA/25/C/WP.1)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공식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사회 

제출 초안(ISBA/25/C/WP.1)은 전문, 제13부, 제107조, 10개 부속서, 4개 부록, 1개 스케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은 ISBA/25/C/WP.1을 기초로 논의될 것이다.

마)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최종안(ISBA/25/C/WP.1):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최종안에 대한 문서(ISBA/25/C/18)를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주요 용어와 구문에 대한 해석 지침을 포함하여 표준과 지침에 더 적합한 내용으로 

규칙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표준과 지침의 개발이 향후 

법률기술위원회 작업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법률기술위원회 실무그룹은 2019.5월 

프리토리아에서 개최될 표준과 지침에 관한 워크숍의 기준조건을 확정하고 기준 조건에는 워크숍 

목표와 원하는 산출물이 포함되며, 문서 ISBA/25/C/3의 부속서에는 이사회에 제출한 표준 및 지침의 

지시목록이 포함된다. 워크숍은 제안된 참조 출처와 개별적 개발을 위한 지시 기간을 포함한 우선순위 

문서 목록의 전달과 표준 및 지침 문서 개발을 위한 포괄적 프로세스의 개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기술위원회는 규칙의 예상 일정문제(특히,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의 승인 신청서 검토)를 고려,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 및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문제, 보증국 및 기국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반면, 재정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이사회의 개방적 작업 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동 문서에서는 제외한다.

제1부와 관련하여 규정 2(舊 기본원칙, 現 기본 정책과 원칙)의 구조와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협약 

제150조(심해저활동 관련 정책)를 완전히 복사하여 규정하였다. 규정과 관련 의사 결정의 구현이 

이러한 기본 정책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 단락의 언어도 수정하였는바, 

"보존(conservation)"과 "보전(preservation)"의 구분을 유지하라는 이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제145조에 따른 해저기구의 권한은 심해저지역의 천연자원의 보호(protection)와 보존(conservation)을 

포함한 규칙·규정·절차의 채택에 제한되어 있음을 주목하며, 지역환경관리계획과 관련하여 "if any"에 

대한 언급은 (e)항에서 삭제하였다. 

규정 4(舊 연안국의 권리, 現 연안국에 관한 보호조치)는 탐사규칙에서 도출하였다. 신청절차에서 관련 



- 360 -

연안국과의 협의를 포함시키는 제안에 대해, 법률기술위원회는 협약 제142조의 맥락에서 사전 통보 시스템을 

포함한 협의는 국가 관할권의 한계에 걸쳐 있는 부존자원에 한정된다고 한다. 본 규정의 이행에 있어 

법률기술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문을 수정(4조 3항)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가 "clear grounds 명백한 근거"에 대한 명백한 기준(evidential standard)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기술위원회는 적절한 협의 및 통보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제2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10(사무총장의 신청서 사전검토)에서 법률기술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로서 

신청자가 협약 제3부속서 제10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의 결정은 신청서의 사전검토의 일환으로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리고 신청에 대한 법률기술위원회의 고려 이전에 이루어진다. 

규정 11(환경계획의 공표 및 검토)은 법률기술위원회의 환경계획의 초기 검토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법률기술위원회의 코멘트는 신청자에게 더 일찍 제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기는 법률기술위원회가 법률기술위원회에 대한 외부 전문지식에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와 환경계획의 

검토 전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구규정 제14조는 법률기술위원회가 

제안된 작업 계획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의 일부로 규정 11, 12 및 13으로 이전되었다. 

법률기술위원회는 환경계획 및 성과평가의 독립적 검토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의 고려에 관한 문서 

ISBA/25/C/10을 검토(규정 52)하였는 바, 검토 메커니즘이 협약의 조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협약 

제165조에 따른 법률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대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협약 제163조 

(13)항에 의해 심사숙고된 전문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지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법률기술위원회는 법률기술위원회 내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반면, 법률기술위원회는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하고 있다.

제3부와 관련하여 규정 18(개발계약 하에서의 권리와 독점권)에서 법률기술위원회는 계약 지역 내 

탐사활동의 규제에 대해 더 많이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에 비추어 탐사 규정의 어떤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지 고려한다. 적용 가능한 지침은 관련 지침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규정 20(개발계약 기간)은 법률기술위원회는 개정된 작업계획의 제출을 포함하여 갱신 신청 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주목한다. 이 규정은 원래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여 갱신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최근 규정 58에 

따른 검토 과정에 따라 작업 계획이 갱신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자재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 

성과검토와 함께 개정된 작업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규정을 강화하였다.

규정 21(보증의 종료)은 법률기술위원회는 보증국의 종료 통지 기간을 (탐사 규칙의 6개월과 비교하여) 

12개월로 늘리는 근거와, 그러한 종료가 보증국과의 약정에 대해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추가로 논의한다. 본 규정은 현재 최대 12개월의 종료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비준수 시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규정 22(담보로 개발계약의 사용)은 법률기술위원회는 이 문제가 계속 검토되고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에 

주목하면서, 사무국이 2019.7월 회의에서 본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법률기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규정 24(통제 변경): 계약자가 개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법률기술위원회에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공할 때 법률기술위원회가 할 역할을 포함하도록 

이 규정을 수정한다.

규정 26(환경이행보증금)은 해당 보증의 요건을 상세히 기술해 달라는 이사회의 요청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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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위원회는 본 규정의 내용, 특히 폐쇄계획에 따른 목적과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규제 텍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지침이 개발될 

수 있다.

규정 29(시장여건에 따른 생산의 감소 또는 중단)은 법률기술위원회는 비생산기한이 무기한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5년 이상 생산이 중단된 개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구 규정 초안 중 4항은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맥락에서 잘못 배치되어 규정 

28항으로 이동하였다.

구 규정 31(작업계획서에 따른 최적의 개발)은 법률기술위원회는 승인된 작업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여, 구 초안 규정의 시행에 있어 내용과 어려움에 대한 일반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반영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규정 30(안전, 노동 및 보건 표준)은 법률기술위원회는 특히 안전 문제(예: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와 관련하여 콘텐츠의 불충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규제는 약간 

수정되었지만, 특히 국제해사기구와의 추가적인 논의는 협약 제146조에 의해 상정된 추가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적용 가능한 국제 규칙 및 표준"(규정 30(2))에 대한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사무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탐구할 것을 요청했고, 2019년 7월에 

법률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규정 36(보험): 법률기술위원회가 본 규정을 일부 변경한 반면, 사무국이 보험 요건 및 시장에서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될 때까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어떤 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인과관계와 우발상황은 무엇인가 등과 같이 법률기술위원회는 보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순위로 

결론내릴 것을 사무국에 요청한다.

제4부와 관련하여 규정 44(일반 의무)는 법률기술위원회는 규정 (e)호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저기구와 보증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필요하다.

규정 45(환경기준 개발)는 신설된 것으로 환경기준개발의 주체 영역으로서 2019.5월 프리토리아 

워크숍에서 추후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 46(환경관리시스템)은 신설된 것으로 환경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벤치마크 및 원칙과 함께 그러한 EMS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규정 47(환경영향설명서)은 법률기술위원회는 비록 특정 환경위험 평가의 필요성이 환경영향설명서가 

중요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과정의 일부로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스코핑 

(환경범위지정) 단계 요건을 다시 도입하였다. 관련 프로세스를 포함한 스코핑 단계의 세부 요건은 탐사 

체제 하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규정 52(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계획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의 빈도는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 규정은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제5절(현 환경보상기금, 구 환경책임신탁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기술위원회는 기금의 목적은 규정 

제55조(a)에 명시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일반적 정서에 주목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는 환경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협약 제235조 (3)항에 따라 적절한 보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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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위원회는 보상기금의 원금(예, 자본)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책임 갭(격차)으로 

제한될 수 있는 반면, 투자수입은 규정 55에 열거된 다른 목적으로 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사무국이 이러한 기금의 근거, 목적 및 자금조달을 진전시키고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제5부(작업계획의 검토 및 수정)와 관련하여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제6부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60(최종 폐쇄계획: 생산중단)은 법률기술위원회가 최종 폐쇄계획 채택에 

있어 법률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수정하였다.

제7부(개발계약의 재정적 조건)와 관련하여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제8부(연차, 행정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85(연간 고정수수료)은 1994년 이행협정에 

따른 이 수수료의 맥락에서 연간 고정수수료는 상업적 생산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 전에 자금조달 

기간을 연결하기 위한 전환단계의 일부이다. 연간 고정수수료는 계약의 재정적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는 그러한 수수료가 구 규정 초안(제83조 2항에서 

계약지역의 크기로 제안)에서 원래 상정하였던 지역 기반 수수료가 아니라 고정 수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9부(정보수집 및 취급) 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89(정보의 기밀성)은 구 규정 87(2)(e)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계약자 간의 차별적 취급 가능성 및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이 조문을 삭제하였다.

제10부(정보수집 및 취급)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94(표준의 채택) 및 규정 95(지침의 발행, 구 지침문서 

발행)에서 법률기술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한 표준이 필수적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리토리아 워크숍이 표준과 지침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침은 명확하고 본질적으로 권고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 94와 95가 

수정되었다. 그들은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그러한 

참여 과정을 결정한다.

제11부(사찰, 준수 및 집행)와 관련하여서는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의 검사 메커니즘의 이행과 

이사회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ISBA/25/C/5 문서를 주목하였다. 검사 메커니즘의 설정과 검사관의 

임명을 반영하도록 규정 96과 97이 수정되었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이용에 있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사무국이 이러한 기술을 규정 초안과 관련 지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규정 103(준수 통보 및 

개발계약 종료)은 법률기술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역할,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역할 및 준수 

통보의 발행과 관련하여 ISBA/25/C/6 문서의 별첨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위임된 권한의 문제가 이사회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상황에서 준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법률기술위원회는 본 규정의 맥락에서, 계약자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무총장의 그러한 통지사항의 발행과 이사회의 제재(금전적 벌칙)의 부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12부(분쟁의 해결)와 관련하여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제13부(이 규정의 재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107(본 규정의 검토)은 규정 94 및 95에 따른 표준과 

지침의 채택(및 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법률기술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정 94 및 95에서 취해진 접근방식을 

반영하여 향후 규정 개정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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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정은 지침에서 간략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속서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 설명서(제4부속서),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및 폐쇄계획 

(제8부속서)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다. 이들 의견 중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사설(editorial)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다양한 계획들의 내용과 명확성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법률기술위원회는 지침 개발 시점에 

이러한 제출물에서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단일 

프로세스에서 양식, 표준 및 지침이 일관되고 일관성 있고 통합을 보장할 수 있다.

스케쥴에서는 법률기술위원회는 문서 ISBA/25/C/11에 근거한 규정 초안에 따른 주요 용어 사용과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최선의 환경관행을 좋은 산업관행의 정의에 통합하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선의 환경관행과 좋은 산업관행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법률기술위원회가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였다. 좋은 산업관행의 개념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일정상 보다 개념적인 접근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의 환경관행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이 용어의 역동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바) 최종제출 초안에 대한 주요 내용(ISBA/26/C/2): 사무국은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39건 접수하였고, 

이사회 이사국(19), 국제해저기구의 다른 회원국(8), 옵서버 국가(1), 정부간 기구(2), 비정부기구(6), 

국제해저기구 계약자(2)의 접수현황을 나타내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문제, 특히 지역환경관리계획(REMP) 

지역환경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제출의견은 규정이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완전히 개발되고 

합의된 지역환경관리계획이 작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제출의견은 지역환경관리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도구이기에, 계획에 대한 특정 언어를 

규정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계획의 양식(modalities)을 명확히 

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검사, 준수 및 집행 

검사 메커니즘에 대한 규칙과 절차 개발 및 개발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검사제도는 공해에 있는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과 일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3) 배상책임 및 보상책임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행위자의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환경피해의 경우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의 보상책임, 국제해저기구 및 국가에 대한 조항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불가항력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면제, 환경보상기금과 관련된 문제로 그 기금의 목적, 양식 및 법적 

지위를 포함한 환경보상기금과 관련된 사항 및 연구 및 훈련 목적으로 그러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우려가 포함되었다.

(4) 독립전문가 문제

국제해저기구 기관들의 재량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약 규정과 일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지식의 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필요한 전문지식의 종류, 전문가의 역할과 선정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5) 심해저공사 문제

심해저공사의 성격과 법적 지위, 합작투자에 적용되는 법률, 합작투자의 주식을 다루는 합작투자에 

관한 명확한 조건, 표준 및 절차의 개발을 포함하여 심해저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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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심해저공사가 완전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6) 시험광업 문제

작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면허를 받고 성공적인 시험 채굴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시험채굴을 

수행할 조건, 요구 및 절차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7) 정보의 기밀성 문제

정보의 기밀성은 해저광업등록부에 게재해야 할 정보와 관련하여 기준을 설정하거나 공유해야 할 

최소 데이터 및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어떤 데이터와 정보가 기밀인지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 연도별 심해저 개발 보고서

(1) 심해저에서의 광물생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발 보고서(2015.3)

2015년 3월 법률기술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 초안은 10개장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탐사규칙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 바, 보증국 증명, 국제해저기구와의 

기존계약, 검토와 관련한 사항, 연안국의 권리 등 일반적으로 원용 가능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양식의 경우 물리적 차이가 존재 시 별개의 사업계획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의 경우 승인된 개발 요구조건의 전달과 환경관리계획(EMP)의 의무전달을 위한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비용은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 평가절차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명시되었다.

개발규칙 제정시 특별고려 사안으로는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될 데이터 및 정보,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환경관리계획, 사회적 영향평가 및 실행계획, 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발지역의 규모 및 위치, 환경채권 및 보증의 이행, 지속가능 해저기금, 환경책임신탁기금 등이 

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채광산업의 좋은 관행 및 올바른 공학/경제원칙(채광엔지니어 전문가 참여)과 

개발추정량을 적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독립적인 환경컨설팅 회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환경자료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환경산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계획에는 사용되는 방법론, 

시료채취 및 자료보관, 모니터링 기지의 위치, 측정기준 및 경계지표 포함, 조치/모니터링, 관리, 

보존, 개선, 복원을 위한 계획, 영향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회피, 최소화, 경감, 복구, 

상쇄하기 위한 복구 및 통제, 수괴(water column) 영향방지, 최소화 및 경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규모 및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자의 개발 요구조건, 개발지역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 

사용될 최신기술, 해당지역의 물리적 성질, 환경적 고려사항,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심해저에서의 광물생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발 보고서(2016.7)

법률기술위원회는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기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규칙 및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첫 번째 작업초안(Develop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mineral Exploitation in the Area)을 소개하기 위해 2016.7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초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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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활동의 효율적인 행위와 불필요한 낭비를 회피하고 건전한 보전원칙에 따라 자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 심해저 활동을 조직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제도를 개발 

◦ 협약의 목적에 따라 심해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권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심해저개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자격있는 신청자만이 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취득한 개발권에 대해 보장(security of tenure)

◦ 건전한 산업관행에 따라 심해저 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리 

◦ 협약에 따른 국제해저기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공

◦ 위험 평가 및 관리의 채택과 개발, 환경적, 직업적 건강과 안전 및 운영 리스크 및 퍼포먼스를 

측정, 위험을 모니터 및 감손하기 위한 기타 기준 및 시스템의 채택과 개발을 촉진

◦ 협약의 재정적 목적과 심해저 자원을 인류에게 공정하게 재정적 분배를 달성

◦ 심해저 활동의 규제 및 관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촉진

◦ 건전(robust)하고, 안정적(stable)이고, 예견 가능하며 비용 효과적인 규제 메커니즘을 촉진

◦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으로서 심해저 자원의 합리적 개발 

◦ 해안선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및 기타 위험과 해양환경의 생태학적인 균형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 삭감 및 규제하고 최적 환경관행 및 사전예방적 접근방법(환경규칙에서 

개발될 것임)에 따라 심해저 활동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

◦ 해상에서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

◦ 심해저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보장하고 촉진

법률기술위원회는 개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재정적 조건의 초안을 포함하여 계약자 활동, 권리 

및 의무의 실질적인 관리 및 신청절차의 기본적 요소를 제공하는 초안을 검토하였고, 상세한 

작업초안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알렸다.

규제법률로서 별도 필요한 규칙은 환경규칙(environmental regulations)과 심해저 광업관리 

내부규칙(seabed mining directorate regulations)이다. 환경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전략적 

환경관리계획의 개발, 지역적 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의무(긴급명령 

포함), 환경승인절차 및 환경의무, 환경규칙 및 관련 가이드라인은 심각한 손상,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실질적 적용과 기타 요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등이다.

심해저 광업관리 내부규칙(seabed mining directorate regulations)에는 사찰을 포함하여 규제자로서 

국제해저기구가 운영하는 절차와 일일단위의 기능(관리, 보고, 집행)의 개발, 필요할 경우, 협약에 

의한 국제해저기구의 여러 기관들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제154조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권고나 국제해저기구가 채택한 것을 포함할 수 있음이 담겨있다.

(3) 심해저에서의 광물생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발 보고서(2017.1)

법률기술위원회는 Develop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Mineral Exploitation in the Area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2017.1월 제출하여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동 

환경규정은 전문(Preamble), 일반사항(General matters),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계획 준비(Preparation of Environmental Plans),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환경계획의 

사전검토(Preliminary review of the Environmental Plans by the Authority), 공개 및 협의(Publicity 

and Consultation),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한 환경계획의 검토(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Plans 

by the Legal and Technical Co㎜ission), 환경계획의 수정 및 정기적 검토(Modification and Periodic 

Review of the Environmental Plans(EMMP/Closure Plan)),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onitoring), 사회 및 문화적 관리(Social and cultural Management), 폐쇄계획 및 사후폐쇄 

모니터링(Closure plans and post-closure monitoring), 강제조치(Compensatory measures),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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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Enforcement and Penalties, 연차보고의무(Annual reporting obligations), 기타 

행정문제(Other administrative matters), 환경규칙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심해저에서의 광물생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발 보고서(2017.8)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광물자원 개발규칙 검토를 위해 2017.8.8일 법률기술위원회 검토 

초안인 ISBA/23/LTC/CRP.3*를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람했다.

  * 우리나라는 2018.1.3.일 총괄 의견과 조문별 의견 제시

우리나라가 제출한 총괄의견은 다음과 같다. 초안은 용어,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내용은 

초안의 Schedule(Use of terms and scope)을 통해 개략적 정의 방향과 향후 규정의 추가를 위해 

오픈되어 있음을 규정화하고 있는 바,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헌신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접근방법) 초안은 로열티와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심해저 광물의 

광종별 가치는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또한 그 광종의 성분에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초안은 광물 및 자원 범주별 로열티 요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여지는 두고 있으나(예, 제53조), 

요율결정은 여전히 체약자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광종별 분리 접근법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용어) 초안은 육상광업 및 육상산업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용어를 충분히 적용가능한 산업계의 

관행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용어의 정의는 사실상 체약자의 계약 준비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바, 용어 간의 정확한 차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nnex Ⅱ의 

Pre-Feasibility Study, Reco㎜endation(예정)에 의한 Feasibility study, 초안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등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 초안은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방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요구 자료의 차이가 명료하지 않아 신청자와 체약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시간적 

비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각 단계별 신청자 자격의 핵심 심의 사항을 중심으로 제출 및 심의 

서류의 간략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5) 심해저에서의 광물생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발 보고서(2018.7)

제24차 2회기에서 심해저 개발규칙 수정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8.7월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해 수정초안인 ISBA/24/LTC/WP.1/Rev.1이 회람되었다.

2018.7월 이사회에서 제시된 코멘트에 대한 보충자료로 9.30일까지 사무국에게 제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ISBA/25/C/2 보고서 작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다.

(서면 제출문의 공통 쟁점사안) 규칙의 구조, 문안, 부속서 및 부록의 적절한 균형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순위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촉진) 법적지위에 따라 내용 및 정의와 명확성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인류공동유산) 규칙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검토 및 규칙 문안의 

실질적 이행과 집행이 용이하도록 정확하고 구체화 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의사결정 및 제도적 기능의 효율성)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의 구체를 요청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시간적 요건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에게 추가적인 

승인체계를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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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관리계획의 지위) 지역환경관리계획의 수립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로서 창설한 것인

지에 대한 이사회의 추가적 검토 필요하다. 만약 의무에 해당할 경우 당사국, 보증국, 계약자간 법

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기간에 대한 검토) 의사결정 과정의 확실성 확보의 일부로서 명시된 기간이 복잡한 문서의 검토에 

충분한지 또는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부여된 기간이 너무 긴지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다.

(사전예방적 접근의 적용) 신청자, 계약자, 기구, 보증국의 심해저활동에 적용 방안 추가 분석이 필

요하다.

(최선의 이용과 관련 용어의 사용과 정의)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

술, 최선의 환경관행, 적절한 산업관행 등과 같은 용어의 내용,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와 검사관) 검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검사가 실행되어야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

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검사 메커니즘, 보증국과의 협력 메

커니즘, 검사관을 위한 행동규범 개발을 요청했다. 

2.4.2.1.4.2 로열티 제도분석

로열티 부과 방식의 검토

로열티 부과와 관련하여 이행협정에서는 육상광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금속의 양에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약 1~5%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의 배터리 주원료로 쓰이는 코발트와 관련하여 콩고정부는 코발트를 국가 전략광물로 지정해 정부 

로열티를 2%에서 10%대로 5배 넘게 올리고 있고, 잠비아는 지하 광산에 대한 광물 로열티 세금을 6%에서 

8%로 올리고 노천광산의 경우 20%까지 올렸다.

로열티는 채광된 광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광물의 종류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로열티의 

개념과 종류는 다양한데 총수익 또는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위기준 로열티(Gross Royalty), 

기업의 제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속판매금액 기준 로열티(Net Smelter Return (NSR) Royalty, 

순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익기준 로열티(Net Profit Interest (NPI) Royalty)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국제해저기구에서는 로열티 부과에 있어 단위기준(unit-based), 금속판매금액 기준(value 

based ad valorem) 및 수익기준(profit or income-based)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국제해저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단위기준 로열티: 톤, 킬로그램, 그램 등을 기준으로 생산한 금속을 판매했을 때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래나 자갈 등에 주로 적용된다. 장점은 계산, 수집 및 모니터하기 

쉽고, 투명하고 관리하기에 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이 시작될 때 부과하고, 사업의 초기연도에 수입을 

확보하기에 적절하다. 단점은 생산자가 경제성을 충족 못시킬 수 있으며 고품위자원에만 채광을 유도하고 

시장조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위기반의 로열티는 가장 간단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물의 시장가격이나 개발사업자의 수입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부과하여 자칫 심해저 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나) 금속판매금액 기준 로열티: 로열티 비율에 판매한 금속의 총 수입을 곱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계산, 수집 및 모니터하기 쉽고, 관리나 이행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이 

발생하는 모든 연도에 지불할 수 있으며, 정부나 주정부에 좀 더 많은 세수를 제공한다. 반면 단점은 

로열티 비율이 높을 때 투자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점이다.

다) 수익기준 로열티: 금속 판매 총수입에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을 공제한 값에 로열티 비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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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광물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수익기준 로열티가 정부나 주에 매력적인 

지불수준이 되지만 반면에 광물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수익기준 로열티 지불방식이 상당히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더 높은 수익을 가지는 광산에서 더 높은 로열티를 주며, 수익의 경우 

원자재 가격의 호황기에 상당히 높은 로열티를 준다. 반면에 관리가 어렵고 광업운영자는 사용료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본 및 운영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릴 수 있다. 즉 이 형태의 로열티는 특히 광업 

운영자가 진실된 납세자가 아닌 경우 정부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운영자에게 로열티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국제해저기구에서 검토할 만한 로열티의 부과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저기구의 현 

상황과 심해저 개발이 인류공동유산의 기본이념을 잘 반영하고 개발자들 또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가) 금속 판매금액(매출액) 기준: 광물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물의 

판매금액(매출액)의 일정 %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심해저 자원의 인류공동유산으로서 

이익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생산 시점부터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금속판매 금액 확인이 용이하므로 부과가 쉽기 때문에 현재 

국제해저기구의 관리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채택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로열티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초기 위험부담이 

있다.

나) 수익 기준: 수익 기준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와 같이 로열티 산정기준을 총 사업수익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초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해저 자원의 인류공동유산으로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수익 발생 이전에는 국제해저기구가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어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초기 1단계 시점에서는 

일정금액의 연차 수수료를 최소한도로 부과하여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서 일정부분을 국제해저기구에 

제공하고, 사업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단계 시점에서는 완전한 사업수익의 일정 %를 부과하도록 

하는 혼합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의 경우 개발자가 과도하게 공제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고 로열티를 최소한도로 부과할 때 얼마를 그리고 

2단계에서는 몇 %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해저 광업에 있어 로열티지급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해 본 결과 우선 

로열티 시스템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투명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심해저 광업이 

상업사례가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심해저 광업이 개발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광업을 통해 

인류공동유산의 심해저 기본원칙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고정 수수료를 최소한 부과하고 

계약자들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수익기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기에는 아주 적은 로열티를 부과하고 투자비 회수 이후에는 정상적인 로열티를 부과하는 

혼합 로열티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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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방식 적용국가 이유 장점 단점

 수익

 기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매출-영업비용- 

판매비를 공제한 

사업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

사업수익 발생시점에 

부과하므로 계약자들의 

초기 위험부담을 최소화

사업수익 발생 전까지 

회원국들에게 이익공유가 

어려움

계약자별 사업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계약 필요

사업수익 확인 등 부과 

절차 복잡

금속판매금액

(매출액) 

기준

마다가스타르, 

볼리비아 등

특정 금속별 

판매(금속) 

금액의 일정 %를 

부과

상업생산 시점부터 부과 

하므로 회원국들에게 

이익배분 가능

계약자별로 사업역량 

극대화를 추구하여 

이익극대화 노력 경주

금속판매금액 확인이 

용이하므로 절차 간단

초기 위험부담을 

개발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여 성공적인 상업생산 

불투명

표 2.4.2.7  로열티 부과방식별 장단점(수익기준 vs. 금속판매 금액기준)

2.4.2.1.4.3. 심해저활동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의 내용과 개발

논의 배경

심해저 활동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의 개발 문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에 따라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회원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법적인 틀의 

일부로서 기준과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개발규칙과 병행하여 중요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심해저 활동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의 개발은 개발규칙 초안 제93조에서 법률기술위원회와 사무총장은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격의 지침문서를 발행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지침이 다른 규정에 부합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다만, 기준과 지침을 규칙과 그의 법적지위에 반영하고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즉 의무적인지 또는 단순히 권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ISBA/24/C/20, 

para. 13).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기본지침서(Primer) 및 법적 지위

국제해저기구의 기준과 지침은 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 및 원칙과 양립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준과 지침이 산업, 국가규제기관 및 기준설정기관, 특히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채택되고 발간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심해저 활동에 직접 적용되거나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Global Reporting Initiative), 유엔글로벌 콤팩트,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금융공사 지침 및 기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채굴산업 투명성 운동기구(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등이 있다. 

관련기준을 고려할 때 절차기준과 성과기준 간에 구별이 필요하다.

절차기준(Process standards)은 일반적으로 특정 쟁점에 대한 합의를 표현하고 합의된 관행 또는 

절차(표준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절차기준의 좋은 예는 환경정책 

전달을 지원하고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개발규칙 초안은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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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채택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규칙 초안 내에서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2015와 

같은)에 대한 특정 표준의 채택보다는 벤치마크 기준, 목표와 원칙 및 기타 동등한 기준을 설정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보증국의 국내법에 따라 계약자가 동등 이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기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은 국제해저기구에 특별한 것이 될 것이며, 적절한 평가체계에 따라 

결정되고 의무적이어야 할 것이다. 성과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발계약 조건(승인된 작업계획 또는 

관련 하위계획에 명시된 대로)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자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의 핵심부분이 

될 것이다. 성과기준의 가장 분명한 범주는 정량적 환경 임계값 및 특정 환경영향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를 

포함하는 환경성과표준이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준은 지역별 환경관리계획 및 프로젝트별 

목표에 포함된 것과 같은 지역적 목표 및 목적의 영향을 받는다.

가) 지침(Guidelines): 개발규칙안 제93조에 따라 국제해저기구는 기술 및 행정 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지침문서는 절차 및 실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절차 지침에는 신청절차 또는 연간보고 요구 사항 충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실행지침에는 수심 

측량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형식,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도구 및 의정서의 이해 및 이행의 촉진, 

그리고 최적의 관행 보급 지원과 같은 권고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의 법적 지위는 주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부 지침은 개발규칙 내에 반영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작업 계획(plan of work)에서 참조될 수 있다. 각 지침에는 목적, 법적 지위 및 검토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침은 규제 체계의 실행을 권위 있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하며, 또한 선량한 산업 관행(good industry 

practice) 또는 개발규칙안 제34조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적용과 같은 특정 규제 

문안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지침은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규제 체계에 제공한다. 기준과 지침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시‧공간에서 서로 보완하고 

또한 산업계 내에서 모범 사례에 기여하고 최선의 사례 진전에 기여해야 한다. 성과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절차 기준 및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지침은 해당 기준의 적용 또는 모범 사례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심해저의 새로운 기준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규칙의 더욱 규범적인 조치는 개발의 후반 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험 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선호되는 절차 또는 방법이 나타나는 곳에서 채택될 수 있다. 기준과 지침은 협약 제11부와 

일치되어야 하지만, 건강 및 안전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달성하고, 기술 

개발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된 기준이나 지침으로부터 벗어나도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기준 및 지침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한 가능한 절차

모든 기준과 지침이 개발과 채택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잡한 기술

기준 및 실무지침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가를 모아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의 

및 채택을 위한 합의 구축 방식이 필요하다.

2017.3월 베를린 워크숍에서 개발 가능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제시되었다. 출발점은 기술기준 및 지

침개발을 위한 안내서를 준비하는 핸드북의 준비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모범 사례를 토대로 하고 

포괄성, 투명성, 효과성, 관련성 및 지속적인 개선과 같은 지침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법률기술위원

회의 책임하에 특정 문제의 틀을 마련하고, 위임 조건을 개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작

업반에 위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다. 

가) 도전과제(Challenges): 특히 환경 성과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설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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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정보 수준, 정확하고 정량적인 기준치 및 트리거 포인트(성과 기준) 설정 능력, 국제석유 및 

가스 생산자 협회와 같은 동등한 산업 제휴의 부족 등을 포함한다. 성숙한 산업이 출현할 때까지 

국제해저기구와 보증국은 각각의 절차를 안내하고 조정하며 작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분열된 개발 절차를 

피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환경 성과기준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은 채광 배출 기준(깊이, 배수되는 물의 위치 

및 수질), 광업 활동으로부터의 두께와 거리와 관련된 플룸(plumes)과 기준에서 기인한 재퇴적, 

수질(수질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채광 플럼의 효과가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부유 입자 제한, 소음 및 진동 기준, 조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성과기준 및 관련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의 개발뿐만 아니라 적절한 완화 및 관리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가 먼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병행절차(Parallel processes): 국제해저기구의 체제하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절차 외에도 산업계, 

국제 표준화기구, 선급 협회 및 지역 또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개발된 여러 가지 병행 

기준 개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항해, 해상 안전 및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의정서를 포함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보호 및 운영 안전과 관련한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다른 권한 있는 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보호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합동 전문가 그룹의 작업이 적절할 것이다.

기준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우선 순위 영역

특정 환경영향 및 관리를 위한 성과기준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체계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제에 따라 중요하게(최우선 순위) 고려된 기준과 지침의 명시적 목록을 제공하고, 이는 

지침개발에 명확한 초점을 둔 개발규칙초안과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4.2.1.4.4. 환경계획 및 성과평가의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절차검토

논의배경

해양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메커니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규칙 

초안상의 환경계획 및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독립적인 검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제24차 회기 이사회 두번째 회의에서 벨기에 대표단은 ‘국제해저기구의 환경적 과학 능력 강화’라는 

비공식 문서를 제출하였다. 동 문서에는 신청단계에서 환경계획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발단계에서 

환경검토와 모니터링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기술위원회와 사무국의 환경 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발규칙 초안(ISBA/24/LTC/WP.1/Rev.1)에서는 사무국이나 법률기술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과정과 

개발단계에서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초안 규칙 제12조(5)(b), 

제40조(2)(h), 제50조(5)(c) 및 제50조(6)이며, 또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계획은 독립적인 권한 있는 

자(초안 부속서 VⅡ)가 검증하고 보고해야 한다. 법률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63조 제13항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하여 

이사회에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권고해야 한다(협약, 제165조2(e)). 협약과 개발규칙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검토가 수행되거나 추구되어야 하는 주제와 영역 또는 

활동과 그러한 검토의 시기와 빈도가 명확해야 한다.

본 노트는 이사회와 법률기술위원회가 개발규칙초안 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메커니즘과 선정절차에 대한 고려사항 및 독립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를 제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으로는 규칙초안 제11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검토와 환경계획이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기술위원회가 

관련 기준에 반하여 결정한 경우이다(규칙초안 14(2) 참조). 이는 규칙초안 제50조에 따른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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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성과평과 보고서 작성 및 규칙초안, 제59조에 따른 폐쇄 후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기반한다.

규칙초안 제12조 (5)(b)에 따라 일부 이해관계자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전문가 풀에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자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명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청자가 필요한 재무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광업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는지, 그리고 제안된 작업계획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기술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한 이해관계자는 주관적 평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률기술위원회가 필요한 기준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제안했다(규칙초안 제13(1) (e) 및 (f) 및 13 (4) (a) 참조).

국제기구의 전문지식에 대한 참조 등 독립적인 전문지식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신청단계 및 개발단계에서의 

성과평가 검토와 같은 편익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규칙초안에 어떻게 통합되거나 더 

강화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어떤 주제 또는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무국이나 법률기술위원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임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또는 그러한 검토를 

촉발시키는 문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개발규칙초안에서 독립된 검토를 위한 문제의 검토

규칙초안에 따른 많은 문서 및 프로세스는 잠재적으로 자체적인 독립적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폐쇄계획, 규칙초안 제13조 및 제14조상의 

평가기준과 함께 환경성과평가의 독립적인 수행 또는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검사의 

구체적인 성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모범 

산업관행,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사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에 따라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의도인지 여부(규칙 46조의2(3) (b) 참조) 또는 기초자료가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하여 준비요건 

외에도 검토 시 제안된 관리 및 완화 조치와 대응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특정문서 및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제안된 

독립된 평가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적절한 과정에서 적절한 참고조건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된 권한 있는 자 명부 개발

규칙초안과 사무국이나 법률기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언이 필요한 경우 독립된 전문가 검토에 대한 

의뢰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해당 명부에 전문가를 포함 및 선정하는 

절차는 가급적 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전문가의 선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사회와 

법률기술위원회는 해양법 분야의 기존 절차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한바, 협약 제7부속서 제2조에서 

중재재판관 명부를 유엔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어업(FAO), 해양과학조사(IOC), 해양환경분야(UNEP), 항해 및 관련분야(IMO)에서 전문가 목록의 작성과 유지가 

그 권한에 해당된다. 또한, 협약 제8부속서 제2조 전문가명부에 따라 어업,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가명부가 

작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전문가 명단을 당사국들의 지명 및 협약 제8부속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2.4.2.1.4.5. 심해저활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

논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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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규칙 초안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은 ⅰ) 규칙 초안 2(5)(b)는 몇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ⅱ)규칙 초안 14(2)는 환경계획의 고려와 관련하여, ⅲ)규칙초안 46(a)는 국제해저기구, 

보증국, 계약자가 해양환경에 가해지는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은 전략적 차원에서 2019~2023년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의 지침원칙으로 인정되며, 

국제해저기구의 전략적 방향의 이행과 규제에 대한 국제해저기구의 위험기반 접근의 적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해저기구의 환경정책 체제에서 개발된 지역환경관리계획은 사전예방적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사전예방적 접근은 탐사규칙에 따라 리우선언 원칙 15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는 기존의 구속력 없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전환시켰으며,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은 보증국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일반적 의무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동 보고서는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개발규칙에 따른 사전예방적 접근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의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기술위원회가 이사회에 

제공하는 권고사항 작성시 참고하도록 이사회가 지침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국제해저기구, 보증국, 계약자가 심해저 활동시 사전예방적 접근을 

어떻게 이행하고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특히 동 보고서는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검토 중인 

사전예방적 접근이 이행되기 위한 특정 절차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규칙에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포함

개발규칙 초안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은 다른 환경 원칙, 접근, 의무와 함께 보완적 접근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생태계 접근(규칙 초안2(5)(c)), 최선의 환경적 관행을 적용할 의무(규칙 초안46(b)),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통합할 필요성(규칙 초안46(c))을 포함한다.

근본적으로, 사전예방적 접근은 의사결정의 개선과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전예방적 

접근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불완전하여 과학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필요로 한다. 

원칙 15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채택되었으며, 그 적용은 사전예방적 조치가 비용효과성과 

비례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비용효과적 조치 도입 시 위험감소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평가에 비례성의 정도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규제개발의 현 단계에서는 절차적 메커니즘과 같이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절차는 적절한 평가 체계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지식의 향상과 현재 존재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향상을 위해 절차에 대한 적응(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결과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과 반대로, 과학적 불확실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고 다른 고려사항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접근은 해저분쟁재판부가 행위의 의무와 상당한 주의 의무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근거와 일치한다. 

해양환경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45조 하에 일차적 목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의 효과적 이행은 절차적 접근과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체계에서 중요하다. 절차적 도구로서 사전예방적 접근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고려하도록 촉진시켜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와 1994년 이행협정과 합치해야 

하며, 특히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과 작업계획서 신청시 평가기준과 합치해야 한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사전예방적 접근보다 사전예방적 원칙이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채택될 것을 

옹호한다. 이는 원칙 15 적용 시 내용과 의도에 중요한 차이를 두기보다 의미론적(semantics,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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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인 문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이러한 시각은 어쩌면 사전예방적 접근의 내용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국가적 차이를 강조한다. 원칙 15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재정적 역량에 

따라 국가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해저기구의 계약자 기반과 환경보호의 최고 

기준 사이에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 15를 담고 있는 조항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기술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접근의 지속적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이행

2017.3월, 사무국은 국제해저기구의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이 비판적으로 평가된 논의 문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했다. 사전예방적 접근이 이행될 수 있는 3가지 측면(보호적, 제도적, 절차적)이 위의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합한 절차적 측면은 본 노트의 주요 논의 쟁점사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약 제145조에 의거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측면에서 과학적 증거 및 과학적 정보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탐사 또는 

채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 영향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밀이 아닌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더 잘 알려진(숙련된) 의사결정을 촉진할 것이다.

본 노트의 부록은 사전예방적 접근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화할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절차적 조치의 

대략적 목록(완벽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사전예방적 평가와 의사결정 체계가 

시행될 것이며 강화될 것임이 확인된 조치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도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해저기구의 능력 및 평가, 모니터링, 집행에 관한 국제해저기구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는 국제해저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국에 대한 필요성과 법률기술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 1.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을 위한 지속적 역량 구축, 

다른 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구축과 강화, 국제해저기구의 의무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해저기구의 헌신은 모두 협력과 협업을 통한 정보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향상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보호적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의 지역환경관리계획 개발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법률기술위원회는 2019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한 정책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45조에 부합하는 목표 및 목적 설정에서 환경성과 기준 및 

지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장려와 촉진을 위한 조치의 이행과 함께 국제해저기구의 데이터 관리 

전략의 이행과 현재 기준 데이터의 평가는 심해저에서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국제해저기구가 계약자 

기반 및 더 많은 과학적 커뮤니티와 함께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지역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조치 및 기술은 기준과 지침(하나의 세트로)이 개발됨에 따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과 

지침을 개발, 채택, 업데이트하기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은 포괄적이고 투명한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결론

국제해저기구의 규제 아젠다와 절차는 리우선언 원칙 15에 따라 수립된 사전예방적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지식, 작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옵서버 참여(예, 이사회의 비공식 

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해저기구의 역할에 있어 더욱 명백하다. 유의미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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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심해저 활동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이다. 

사전예방적 접근의 내용과 적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이며, 원칙 15에 따라 수립된 사전예방적 접근이 

과도하게 이용될 위험도 다분하다. 국제해저기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와 논의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사전예방적 접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목표이며, 그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든 조치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과 전략방향과 함께 원칙 15에 따른 사전예방적 접근의 적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사회와 법률기술위원회는 규칙 초안 내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절차적 조치)을 반영하기를 원할 수 있으나, 문서 ISBA/25/C/3의 

부속서 및 관련 개발절차 개발을 위해 제안된 지침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지침은 

사전예방적 접근의 실질적인 적용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적 접근의 이행을 

위해 오직 규칙 초안의 수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침 및 부속서의 수정을 통한 이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4.2.1.4.6. 심해저 광물자원개발규칙과 지역환경관리계획 간의 관계

논의배경

본 노트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초안(ISBA/24/LTC/WP.1/Rev.1)이 규칙과 지역환경관리계획의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법적문서

가 아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적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의무가 그러한 계획으로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사국·보증국·계약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의 지위

C-C 지역에 관한 제1차 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65조 제2항(e)에 따른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2년 이사회의 결정(ISBA/18/C/22)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 결정은 이사회가 협약 제162조에 따라, 

그리고 협지역환경관리계획약 제145조에 따라, 심해저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C-C 계획은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규칙에서 국제해저기구에 요청한 예방적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해저기구의 환경전략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8.2월 이사회에서 확인한 우선순위에 비추어 

중요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다. 2018.5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1차 회의는 북서태평양 코발트 망간각에 

대한 지역환경관리계획 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2018.6월 폴란드 스체친(Szczcin)에서 개최된 2차 

회의는 중앙해령에서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지역환경관리계획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워크숍 기간 동안, 

주로 2020년까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된 로드맵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C-C에서의 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드맵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지식으로 강력한 과학적 

사례연구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사회의 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는 협약에 따라 이사회에 배정된 권한과 기능에서 비롯되지만, 

그 계획은 그 자체가 법적 수단이 아니라 환경정책의 수단이다. 예를 들어, C-C 계획의 특징은 지역 

기반 관리 툴로서 특별한 환경적 관심이 있는 9개 지역의 대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5년 동안 또는 법률기술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탐사나 개발도 수행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항들은 협약에 따라 제정된 특정한 법적권리와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대체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그들은 심해저에서의 활동의 

개발에 있어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비추어 어떻게 이사회가 그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C-C 계획은 예를 들어 건전한 과학적 기준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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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무국, 계약자, 보증국 및 과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권고안은 구속력 있는 법적의무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규칙초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코멘트

법률기술위원회 규칙초안에 대한 다수의 의견에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개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규칙초안 제2조 제(5)항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 관련하여 

"if any"라는 단어의 사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계획을 다음 번 초안에서 의무화(ISBA/24/C/8/Add.1, 부속서 

I, paras. 2(d) 및 5(c))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법률기술위원회에 요청했다.

그 점을 제기했던 이해관계자들은 종종 지역환경관리계획이 개발계약이 허가되기 전에 세워져야 함을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계약자들이 그러한 계획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련 지역환경관리계획의 개발과 채택을 

가로막는 것만으로 작업계획의 승인을 막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역환경관리계획의 준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계획은 구속력 

있는 법적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법적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자의 환경관리와 모니터링 계획을 지역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이 그러한 목표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들의 환경관리 

및 감시계획은 수정되거나 부적절하다고 거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의 문제로서 이사회는 지역환경관리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특정지역에서 어떠한 개발계약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C-C 계획 수립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이사회는 이미 협약 제162조 및 제145조에 따라 환경정책을 

책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은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협약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개발규칙을 

통해 구속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2.4.2.1.4.7. 심해저 광물자원개발규칙상 좋은 산업관행 및 최상의 관행과의 구별

논의 배경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초안(ISBA/24/LTC/WP.1/Rev.1)은 "좋은 산업 관행", "최상의 환경 관행",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최상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의 통합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탐사규칙에 따라 계약자, 국제해저기구 및 보증국은 최상의 환경관행을 적용하도록 요구된다. 더욱이, 그 

규칙 하에서, 법률기술위원회는 최상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탐사계약 표준조항 제4절에 따라, 계약자는 국제해저기구의 동의하에 

"좋은 산업 관행에 따라 필요하고 신중하게" 활동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 

해양 광물 탐사(ISBA/19/LTC/8)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계약자 지침 권고안에서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 최상의 이용 방법 및 두 가지 모두를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용어는 

탐사규칙이나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 위에서 확인한 용어는 개발규칙초안 

일정 1에서 잠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 또는 밀접한 변형은 많은 국제 및 지역문서와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광업, 석유 및 환경법, 

규정 및 면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보건, 안전 및 환경에 제공되는 보호수준과 

자원의 효율적인 복구와 관련된 특정 관행, 방법, 조치 또는 표준을 제공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한 법적 요건은 때때로 구현자가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막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침과 목적에 관한 관련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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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어의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용어의 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발규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법률기술위원회는 용어가 적절한 문맥에 이용되고 있으며, 규칙 초안에 명시되어 

있고 승인된 작업계획에 포함된 특정 의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시행에 임하도록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무국은 이들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을 이사회와 

법률기술위원회에 제공하여 규칙 초안에 따른 상호관계 및 배치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심해에서의 

활동 맥락에서의 해석과 실질적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좋은 산업관행(Good industry practice)

좋은 산업관행은 규칙초안의 핵심 용어이다. 심해저에서의 개발활동은 좋은 산업관행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규칙초안 제13조 (a)에 따라 법률기술위원회는 신청자가 계발계약 표준조항 제3절 

제3.2항(ISBA/24/LTC/WP.1/Rev.1, 부속서 X)에 따라 좋은 산업관행에 따라 제안된 작업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운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동 규정은 작업계획이 승인되면 그러한 

관행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는 그러한 관행에 따라 광업운용을 수행할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광업운용을 수행한다는 것을 법률기술위원회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해저기구는 지침을 통해 운영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좋은 산업관행을 보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산업관행은 규칙초안 스케줄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좋은 산업관행"은 국제해저기구가 

수시로 채택할 수 있는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적용 가능한 표준 하에서 최상의 환경관행, 

성과 및 절차요건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 해양 광산업 및 기타 관련 추출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근면, 신중함 및 예지력의 정도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모델광업개발협정(Model Mining Development Agreement)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가 

수시로 채택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표준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하에서 최상의 

환경관행, 이행 및 절차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모델광업개발협정은 개발규칙 초안과 유사하게 

환경평가를 포함한 여러 주제 영역에서 좋은 산업관행의 적용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환경적 

맥락에서 "최상의 관행"이라는 용어에 대한 모델광업개발협정에서 언급은 없다.

좋은 산업관행의 다른 형식들은 더 개념적인 경향이 있고 해석적 지침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1991년 크라운 광물법(Crown Minerals Act 1991 of New Zealand) 제2조에서, 좋은 산업관행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되며, 해석 지침은 그 나라의 광물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다. 동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좋은 산업 관행이란 활동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유사한 상황에 종사하는 경험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법의 목적상) 환경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의 어떤 측면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정의는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위험 고려도 포함하지만 환경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좋은 산업관행에 관한 해석 지침에서는, "좋은 탐사나 광업 관행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러한 관행에 따라 활동이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국제해저기구의 규칙에 관해서도 같은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좋은 산업관행의 또 다른 예는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 기준과 국제금융공사의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문적 

기술, 근면, 신중함 및 예지력의 연습"으로 정의되는 좋은 국제 산업관행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련되고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글로벌 또는 지역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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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특정 표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기 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제해저기구가 좋은 산업관행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도전은 심해저에서의 

광업 운영이 새로운 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규칙초안에서 그러한 관행의 정의는 

해양 광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반면,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석유와 가스 

채굴과 같은 다른 근해 산업을 포함한 다른 관련 추출 산업에서 유사한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좋은 산업관행은 규칙과 승인된 작업계획에서 확립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아니한 의무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규제적 맥락에서 운용기술 및 기술적 능력 측면에서 

벤치마크를 하는데 주로 운용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것이다. 또한 좋은 

산업관행은 계약자가 개발계약에 따른 실사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환경관행 및 이용 가능한 기술(Best environmental practices and available techniques)

규칙 초안 제46조 (b)에 따라, 국제해저기구, 보증국 및 계약자들은 해양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때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 및 최상의 환경관행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두 

주요 용어 모두 규칙초안 스케줄 1에 규정되어 있다.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은 적용 가능한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오염의 예방, 감소 및 관리 그리고 개발활동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의 실질적인 적합성을 나타내는 시설이나 운용 방법의 최신 개발 단계, 최첨단 

공정"으로 정의된다. "최상의 환경관행"은 "해당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조치와 전략의 

가장 적절한 조합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두 가지 정의 모두에서 지침의 초안은 그러한 기법 및 

관행의 적용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

두 용어 모두 역동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과 과학적 지식, 이해의 

진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의 환경관행"과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다른 국제 및 지역 기구들의 예로는 지속적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과 북동 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등이 

있다.

북동 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약 제2조 제3항 (b) (Ⅱ)에 따라,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은 프로그램 및 조치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과 최상의 환경관행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협약의 부록 1에서, 두 용어는 일련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최상의 

환경관행의 경우, 부록에는 9가지 척도의 분류범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두 번째는 좋은 환경관행의 

코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환경관행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스톡홀름 협약 제5조 (d)항부터 (g)항은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이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과 최상의 

환경관행을 촉진하고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을 위한 많은 

요인과 고려사항도 협약에 요약되어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법은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과 최상의 환경관행에 모두 채택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과 관행은 기법과 관행의 경제적, 기술적 변수를 각각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톡홀름 

협약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의 지침은 배치될 특정 

기술이나 기법에 대해 반드시 규정하지 않고, 이의 적용을 위한 체계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환경성과기준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협약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두 용어의 범위를 정의하고 요약하기 위해 취한 

특정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 및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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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행에 대한 다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국제해저기구가 심해저 지역의 활동에 대한 이 두 주제에 

대한 특정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본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ISBA/25/C/3, 부속서 참조). 아래에 요약한 "최상의 관행"이라는 용어의 

이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단순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동료 검토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으로 공개된 지식에 

대한 고려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규칙초안에서 좋은 관행 및 최상의 관행의 구별(Distinguishing between good practice and best 

practice under the draft regulations)

좋은 관행과 최상의 관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제 용어와 관련 토론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법적 

의미와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종종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자의 관점에서 좋은 관행은 기회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에서 최소한의 법적 잣대로 볼 수 

있다. 좋은 관행은 비교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른 운영자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치에 

대해 판단한다. 좋은 관행의 출처는 법률 및 규정, 규제지침, 국제, 지역 및 국가표준, 산업규범 및 개별 

운영자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관행은 특정한 순간에 적용되고 있는 관행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할 것이다. 좋은 관행은 보다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상의 관행의 폭넓은 채택에서 비롯될 수 

있다. 반면, 최상의 관행은 관행, 조치, 기술 및 기법의 개선과 혁신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법적인 

최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추가 논의(Further discussion)

비록 상호 배타적이지 않더라도, 좋은 산업관행과 최상의 관행(즉, 최상의 환경관행과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술)의 구별이 개발규칙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산업발전 단계에서는 좋은 산업 관행을 

절대적인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약자 기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의 

대화가 정의의 공식화를 앞당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해저기구의 지침이 좀 더 개발됨에 따라, 좋은 

산업 관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상의 관행과 관련해서는 규제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규제체계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자 기반과 산업에 의한 최상의 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규칙초안 제46조 (e)에서는 기술 및 혁신의 발전을 

지원·향상하기 위해 시장 기반 문서를 포함한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좋은 산업관행, 최상의 환경관행 및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법의 정의를 개발하고 규제 

문서에 적절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좋은 산업관행을 해석하는 

방법과 최상의 환경관행 및 최상의 이용 가능한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최우선 순위의 문제로 

개발되어야 한다(ISBA/25/C/3, 부록 참조).

좋은 산업관행, 최상의 환경관행 및 최상의 이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 그들의 범위와 목적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까지 자리 표시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개발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좋은 산업관행의 정의를 재검토하기를 원할 수 있다. 첫째, 좋은 산업 관행의 정의에 

최상의 환경관행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 이해관계자가 지적했듯이 최상의 환경관행의 적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규칙초안에 따른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의무로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핵심 운용 

측면과 안전 측면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한편의 환경 측면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의 

시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법률기술위원회는 좋은 산업관행의 정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지원을 받아 개념적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률기술위원회는 탐사 및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 채택된 용어의 일관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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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들의 지침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검토하기를 원할 수 있다.

2.4.2.1.4.8.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거

법률기술위원회의 의의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 관련 법률‧기술‧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기관(유엔해양법협약 제163조·제165조)으로, 심해저 관련 각종 탐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탐사규칙 

제‧개정 및 개발규칙 제정 등 국제해저기구 운영의 실질적 사안을 다루는 핵심기구이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의 출신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한과 능력에 비추어 

해당 위원의 출신국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의 선거과정에서는 각 국가들의 그리고 그 국가들이 속한 그룹 간의 매우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게 된다. 대체로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캐리비안 그룹의 경우에는 지리적 배분 

(geographical distribution)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서유럽/기타 그룹의 경우에는 

위원 개인의 전문성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가) 법률기술위원회의 정원: 법률기술위원회의 정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초기 

15명으로 시작되었으나, `96년 최초의 위원 선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원이 증가해 왔다. 이는 

법률기술위원회의 업무량 증가 및 동 위원회 기능의 실질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초기 

15명에서 현재 3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출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단지 

이사회에서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임시적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률기술위원회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최적화 된 정원은 24명이라는 동 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있긴 

하나, 아직까지 정원 30명인 위원회의 성공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 위원회의 

최적화 된 정원에 대한 권고는 쉽지 않다. 다만, 위원회 정원의 증가는 소요 재정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만일 30명 정원으로 결정될 경우 자발적 신탁 기금(Voluntary Trust Fund)에서 매년 약 

$100,000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다.

동 위원회 정원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회로 하여금 동 위원회 위원 선출과는 별개로 동 

위원회의 정원 자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의 각종 전문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법률기술위원의 균형적 배분(지리적 대표성 및 전문 분야):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가공, 해양학, 해양환경보호 또는 해양광업 및 기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사항 등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165조 제1항). 동 조항에 비추어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 분야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이사회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회기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의 지리적 대표성은 법률기술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사회가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특별이익이 대표되도록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163조 제4항). 

위원회 선출에 있어 이사회는 지리적 대표성, 전문성 등 고려 가능한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인원을 선출한다고 기대할 수 없으며,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기능상 개별 국가를 대표하는 인원이 

아니라 개별 전문 분야의 역량을 발휘하는 인원이라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현재 동 위원회의 전문 분야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은 사실이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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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선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후보 지명을 요청하는 회원국에게 보내는 

서한에 전문 분야 및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벨기에 제안

가) 개요: 2017~2021년 기간 동안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선거와 관련된 ISBA/22/C/29 결정에서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법률기술위원회의 이상적인 인원과 형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포함하여 동 결정의 전문 

2번째 문단에서 확정한 검토요소를 고려하여 향후 선거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제23차 회기에서 사무총장은 법률기술위원회의 이전의 선거에 대한 역사를 포함하여 법률기술위원회의 

구성과 법률기술위원회원의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ISBA/23/C/2). 

제24회기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법률기술위원회의 현재 위원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보고서 및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그 이전에 구성된 각 위원회 간에 비교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ISBA/24/C/14). 제24회기 동안 벨기에 대표단은 non-paper에서 선거 동안 고려되어야 할 관련 전문성과 

의석의 지역배분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나) 제안 이유: 2018년 non-paper의 제안은 벨기에의 설명에 따라 벨기에는 선거 동안 고려되어야 할 

관련 전문성과 의석의 지역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자료는 

벨기에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다) 목적: 본 자료는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 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전문성과 의석의 지역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 절차는 국제해저기구의 모든 위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 절차: 선거 2회기 전에 이사회는 위원회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에게는 이사회가 결정한 

의석수를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필요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 다음 회기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사회는 경제기획위원회가 다음 선거 후에 활성화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률기술위원회는 법률기술위원회와 경제기획위원회 모두에 대한 보고서를 선거기간 중 후자의 활성화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과 위원회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요구를 

기초로 한다. 보고서에는 각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필요인원과 그 분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사회가 토론하기 최소 2개월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선거 전 회기 동안 위원회 의장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여 각 

위원회 내 구성원 수와 각 위원회 내 의석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 

지역그룹에 필요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특정분야의 전문가 요구수가 지역그룹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각 지역그룹에 1명의 후보를 

배분해야 함

(2) (1)이후, 특정분야의 전문가 요구수가 전문가를 할당할 자리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그룹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각 지역그룹에서 1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음

(3) (2) 이후, 배정되지 않은 전문분야들은 각 지역그룹으로부터 오는 전문 분야별로 최대 1명의 후보와 

함께 지역그룹들 사이에 할당되어야 함

(4) (1)와 (2)에 따라 배정된 전문분야의 나머지 후보 수는 잔여 좌석에 동일하게 배정되어야 함

(5) 최대 3개의 좌석을 가진 지역그룹은 (1) 또는 (2)에 따라 할당된 전문지식을 (3)에 따라 배정된 

전문지식과 교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각 지역그룹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진 정확한 후보 수를 식별하는 문서가 당사국들이 국제해저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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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그룹 문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 임기 중 위원을 교체할 때, 후보자는 교체하는 위원과 동일한 지역 그룹 및 전문 분야 

출신이어야 한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이 밝힌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이사회가 지명한 Facilitator의 2020.7.8일자 

서한(ISBA/26/C/20)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각 국가 및 각 그룹 간의 과도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법률기술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그 가운데 이사회가 

지명한 조정자(Facilitator)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낸 모든 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법률기술위원회의 

선거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최대한 많은 코멘트를 붙이려고 

노력하였고, 이 초안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위원회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았다. 위원회(ISBA/26/C/14)의 선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 사무총장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회원국들이 위원회의 미래 구성원들 사이의 전문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많은 나라들이 최대 숫자보다는 지명된 전문가의 최소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회원국들은 정확한 할당량을 제안했고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그룹들에 대한 여하한 

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몇몇 회원국은 두 개의 의석으로 구성된 특별 이익집단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코멘트를 반영하여, 아래에 명시된 메커니즘을 본 개정 초안으로 제안한다.”

 

Group Minimum number

African Group 6

Asia-Pacific Group 6

Eastern European Group 4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Group 5

Group of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4

Substitutes for regional groups 25

Candidates 5a

Overall number of Members 30

표 2.4.2.8  법률기술위원회 정원과 각 지역그룹별 지명 전문가 최소 한도 

  a. 이 5명의 후보자는 아래 10항에 제안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나는 다음과 같이 각 지역 그룹에 대해 지명된 전문가의 최소한도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룹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 할당량을 채울 만큼 충분한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그 결원은 충분한 후보를 제시하지 

못한 지역그룹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그룹이 채운다. 지역 그룹별로 지명된 전문가의 분포는 

위원회에서 지역그룹의 동등한 대표성과 일치한다.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의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절차규칙(규칙 56조 decision-making, 

66조 elections, 77조 composition)에 따라 선출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모든 적절한 자격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383 -

정리

2021년 법률기술위원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쟁점은 법률기술위원회의 총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특별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전문지식은 어느 분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기술위원회의 선거와 관련된 지침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결정(ISBA/26/C/9)이며, 동 결정에서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의 총 수는 25명 이상, 3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번 조정자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선거의 중요성은 총원을 30명으로 하고 5개 지역그룹에 그룹별로 총 

25석을 배분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그룹별 총 25석의 배분은 국제해저기구 회원국의 비율에 따른 

배분이고 그 나머지 5석은 후보들(candidates)로 표시하고 있다.

이사회 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특별이익을 배분해야 하는바, 이 5석을 

특별이익(특별이익이란 인구다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 도서국,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 종류의 

주요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생산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임(이행협정 제3절 15(d)))의 배분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금번 조정자의 보고문건에서는 특별이익의 배분이 아닌 5석의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5석 

candidates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정 전문 분야(광물자원, 해양학, 해양환경, 경제, 법률문제 등)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및 미래수요를 평가한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나 전문분야별 구성인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발규칙 논의시 

지역환경관리계획이나 기타 문서 작성 시 독립된 전문가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는 바, 법률기술위원회 구성 시 현재 및 미래수요를 반영하여 해양환경이나 광구평가 및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기술위원회의 정원 증가와 지리적 균형성 확보는 결국 재정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발적 신탁기금에서 개도국 출신의 위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의 법률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기술위원회를 배출하는 국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기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신탁기금 이외의 

새로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2.4.2.1.4.9. 심해저공사(Enterprise)

심해저공사의 의의 및 논의경과

심해저공사(Enterprise)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서, 심해저에서 상업적 광업활동을 하며, 총회의 

일반정책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을 향유한다.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서 심해저공사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해저에서 직접 광물을 수송, 

처리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심해저공사는 개발도상국과 연계하여 유보지역(reserved 

area)에서 심해저 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저에서의 광업활동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해저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노틸러스가 처음으로 합작사업을 제안한 이후 2018.4월 폴란드 

정부가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면서 국제해저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국제해저기구 제24회기 제2차 회의에서 폴란드가 심해저공사의 설립문제에 대해 합작사업을 제안할 

것을 타진한 바 있는데, 만약 폴란드가 실제로 합작사업을 위해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협정 제2절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활동이 건전한 상업원칙과 조화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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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은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을 위한 폴란드 정부의 제안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18.8.29일 

특별대표(Eden Charles)를 임명하고 특별대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제해저기구를 대신한 심해저공사와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국영기업ㆍ자연인ㆍ 

법인 또는 기타 주체에 의한 병행개발체제(parallel system)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해저공사는 협약 제170조와 협약 제4부속서에 따라 설립되며 심해저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 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이다. 심해저공사는 

유보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나 주체와의 합작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심해저공사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서 심해저에서 상업적 광업활동을 하며, 총회의 일반정책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만 운영은 자율적이며, 심해저공사는 개발도상국과 연계하여 

유보지역에서 심해저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저에서의 광업활동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해저공사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와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총회가 선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무국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심해저공사의 초기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의 사무국은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심해저공사의 기능을 수행하되 사무총장은 국제해저기구 직원 중에서 

임시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은 임시사무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임시사무국장의 퇴임 이후 임시사무국장의 업무 필요성이 없었고 현재는 사무국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실제로 임시사무국장의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총장이 심해저공사 특별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심해저공사의 심해저광업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합작사업을 통하여 초기 심해저광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심해저공사가 아닌 주체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또는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신청이 이사회에 접수되었을 때, 이사회는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기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사업이 건전한 상업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독립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일반적으로 

합작투자 업무 또는 특정 합작투자 제안을 언급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심해저공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심해저공사의 어느 한 광구에 자금을 지원할 당사국의 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국은 심해저공사의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동 규정에 따라 심해저공사가 당사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해저기구에서는 

심해저공사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주요 검토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해저기구에 특정지역을 유보지역으로 기부한 계약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행협정은 유보지역을 

기부한 계약자는 그 유보지역을 탐사, 개발하기 위한 합작사업 약정을 심해저공사와 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이행협정은 좀 더 세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시작한 이후 15년 이내에 또는 그 지역이 국제해저기구에 

유보된 날로부터 15년 이내의 기간 중 늦은 기간까지 심해저공사가 이러한 유보지역에 대한 

활동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역을 기부한 계약자가 심해저공사를 합작사업의 상대자로 

포함하겠다고 성실히 제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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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심해저공사 설립을 위한 기존 논의

가) 노틸러스: 캐나다 노틸러스사(Nautilus Minerals Inc.)는 2012.10월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심해저공사와 C-C해역의 8개 구역(총 면적 14만 8천 544㎢) 개발을 위한 합작사업(joint venture) 협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8개 구역은 GSR(벨기에), UK Seabed Resources(영국), Yuzhmorgeologiya(러시아), 

COMRA(중국)에 의해 기부된 유보지역이다.

노틸러스는 2015년까지 심해저공사와 함께 합작사업 운영 제안서를 작성, 합작사업 제안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이사회 승인을 얻을 경우, 합작사업 협정은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노틸러스는 합작 

사업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자체 비용으로 합의된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첫째, 2013.12.31일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한 유보광구의 자원량 평가, 

둘째, 2013년 말까지, 환경, 제련, 채광 및 기타 데이터를 보고서화 하고 이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 셋째,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원량 평가 결과와 상술한 간이 보고서를 완성하여 사전 재정모델을 완성하고, 

Tonga Offshore Mining Ltd.(TOML)가 수행한 사전 사업타당성에 따라 상세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2015년 동안 양 당사자는 합작사업의 상업적 조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최종 합작사업 제안서를 

확정한다.

합작사업 제안서에는 양당사자의 참여 이익, 재정 및 기술적 공헌, 합작사업 관리, 업무방안과 예산, 

합작사업의 홍보와 판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제안서는 이행협정 규정에 따라 상업적 원칙에 

기초할 것이며, 2015년 해당 제안서가 승인될 경우 이사회는 이행협정 부속서 제2절에 따라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되고, 구속력 있는 합작사업 협정은 2016년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노틸러스는 상술한 업무추진 비용을 약 55만 US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노틸러스가 

부담할 예정이다. 투자확정협정서(Heads of Agreement)는 노틸러스가 관련 비용지출 소요에 관한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노틸러스가 심해저공사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는 노틸러스가 지급한 비용으로 심해저공사의 연간 비용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틸러스는 임시 사무국장을 통해 제출되는 금번 제안서가 이사회에서 건전한 상업적 

원칙에 기초하여 향후 2년간 보고서 부속서에 담긴 투자확정협정의 관련 조항을 조정한 후, 2015년 

합작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은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자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심해저공사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국제해저기구 직원 중 임시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바, 당시의 

심해저공사의 운영에 관한 임시사무국장의 보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틸러스의 합작사업 제안은 

이행협정 제2절에 근거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유보광구에 대한 접근은 개도국과 심해저공사에게 

기회가 제공된 것이며, 기타 제153조 제2항 (b)가 언급한 주체의 참여는 개도국과 비개도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약 제3부속서 제9조에 따르면 신청자의 유보광구에서의 활동에 참여 여부는 심해저공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신청자의 제안은 결정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보광구를 대상으로 한 심해저 

활동은 (1) 심해저공사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주체(개도국, 비개도국)와도 합작사업을 하거나, (2) 개도국이 신청하고 심해저공사가 해당 해역에서 

탐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가능하다. 심해저공사가 설립되지 아니한 2013년 당시 노틸러스가 제안한 

사례는 (1)과 같이 심해저공사의 필요에 의한 합작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으며, (2)의 

경우에도 노틸러스 국적국이 캐나다로서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광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노틸러스가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노틸러스의 경우 국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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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서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광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사회는 노틸러스가 제안한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제안에 대하여 심해저공사의 독립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법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즉, 심해저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국제해저기구 및 당사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면서 논의를 종료하였다.

나) 폴란드: 사무총장은 2018.4.27일 폴란드 정부로부터 심해저공사와의 합작투자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접수하였다. 국제해저기구 제24회기 제2차 회의에서 폴란드 정부의 심해저공사의 설립 문제에 대해 

합작 제안은 이행협정에 따라 건전한 상업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승인된 이후에는 이행협정 부속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기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폴란드의 합작투자 제안 이후 사무총장은 잠정적인 사무총장 특별대표(Eden Charles)를 임명하였는데, 그 

근거는 2013.7월 제19회기 중 이사회가 요청한 심해저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2018.7월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심해저공사와 합작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폴란드 정부의 관련 대표들과의 연락과 이사회에 보고를 위한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별대표는 합작사업 조건이 협약 제153조 제2항(a) 및 제170조의 규정과 함께 협약 제4부속서 

제2조 제2항 및 이행협정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안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2018.12.17일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의 

부속서에서 특별대표는 심해저공사 운영을 함에 있어 총회 및 이사회 회의에 심해저공사의 대표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 보고에는 국제해저기구와 

폴란드 정부간 합작사업 운영에 관한 협력 프레임워크 초안(Enclosure Ⅰ)과 폴란드와 국제해저기구간 

합작사업서 초안(Enclosure 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9.6월에는 국제해저기구 및 협약에 대한 법적, 

기술적, 재정적 함축사항 등 심해저공사의 운영관련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행협정하에서의 심해저공사와 잠정적 지위, 독립적 기능문제, 

심해저공사의 펀딩문제, 기술이전, 심해저공사와 개발규칙 문제, 심해저공사의 단계적 운영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폴란드와 심해저공사의 합작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폴란드가 개도국의 지위에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유보광구 

대상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건을 제기한 것은 노틸러스 

사례와 같이 이사회로 하여금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즉, 이행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이 이사회에 접수되었을 때, 이사회는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활동이 건전한 상업원칙과 조화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 제154조 검토위원회: 협약 제154조 검토 보고서(2017년)에서도 심해공사의 설립과 임시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 채광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심해저공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심해저공사 임시사무국장의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사무총장도 동 결과보고서의 권고안을 주목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 전략계획: 전략계획에서는 인류공동유산을 현실화하기 위한 능력배양과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6에서 개발도상국의 완전한 통합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5가지의 전략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심해저공사의 경우 2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심해저공사 및 

개발도상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유보광구에 대한 상세한 자원 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둘째는 심해저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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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부족하여 합작사업을 통한 운영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협약과 이행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가능한 접근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심해저 활동에서 개도국의 완전히 통합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계획의 목록화 된 또 다른 

메카니즘은 합작사업 설치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심해저공사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가능한 

접근법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마)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필요성: 합작사업방식이 선호되는 경우는 첫째 현지 정부의 제한 때문에 

단독투자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둘째 필요로 하는 원료 및 자원을 현지 파트너가 생산하고 있어 

원료 및 자원의 입수가 현지 진출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 셋째 다각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마케팅 노력이 요청되는 경우, 넷째 해외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경영능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째 해외사업 경험이나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외국기업은 합작사업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의 축소, 규모의 경제 및 합리화 달성, 상호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 완화,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또는 무역장벽 극복 등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나 그의 자연인이나 법인은 유보지역에 관하여 이 부속서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국제해저기구에 알릴 수 있다. 심해저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유보지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심사되어야 

한다(제3부속서 제9조 4항).

이와 같이 폴란드가 유보지역에서의 심해저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 제안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심해저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유보광구에 대한 개발 권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사업적 위험부담을 분담할 의도이다.

셋째, 심해저공사의 설립 과정에서 관리위원회나 사무총장, 직원들의 선임에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다.

심해저공사 설립 시 검토가 필요한 내용

가)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기능 수행: 심해저공사 설립시 검토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여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심해저공사의 운영은 이행협정 

부속서 제2절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심해저공사의 합작사업 약정에 의한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제해저기구의 예산 구조를 감안할 때 심해저공사의 설립에 

따른 운영재원은 궁극적으로 합작사업을 제안하는 쪽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대표 보고서에서 

“폴란드 정부 전권위원회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의 연차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탐사활동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관련된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폴란드가 이 사업에서 95%의 지분을 

가지고 국제해저기구는 5%의 지분을 가진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국제해저기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협약,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자에 미칠 영향: 심해저공사의 운영이 협약,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자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심해저공사의 운영은 건전한 상업원칙과 조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 회원국들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심해저공사의 설립은 심해저 

광업의 실질적인 상업개발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협약과 이행협정에서는 심해저공사의 운영은 합작사업을 통하여 초기 심해저광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체와의 합작사업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한다. 다만, 심해저공사의 설립 이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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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계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을 유보지역으로 기부한 계약자는 그 유보지역을 탐사, 

개발하기 위한 합작사업 약정을 심해저공사와 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폴란드가 

제안하는 특정지역이 어디인지가 관건이다. 특별대표의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망간각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견이 중요하다.

다) 합작법인의 권리 의무관계 설정: 심해저공사의 관리기관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합작투자 법인의 권리와 의무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출자자들은 합작계약에서 출자 또는 

합작조건, 수입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종료시의 재산의 

귀속관계 등 기업의 제반 중요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라)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형평한 지리적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분야를 

어디로 한정할 것인지, 사무국장의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사항이다. 관리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는 바, 이때 지리적 배분을 어떻게 형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형평한 지리적 

배분문제는 법률기술위원회의 선임시에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룹, 동구권 그룹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마련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는 167개 회원국을 지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이 회원국의 비율로 구성 시 아시아그룹은 큰 손해가 

없으나, 서구그룹은 현재까지 누려왔던 이사국이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와 같은 혜택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위원회는 심해저공사의 활성화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자격과 함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성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와 함께 그 

능력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의 

획득에 관한 교섭, 합작사업과 관련한 교섭, 예산과 물품조달, 연차보고서 작성 등인 바, 이들 중에서 

경영적인 측면과 함께 집광, 양광,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심해저공사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연계하여 유보지역에서 심해저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저에서의 광업활동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해저공사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사무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여건인가 또는 심해저공사의 운영이 

건전한 상업원칙과 조화되는지 그리고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자에게 재정적 부담이나 영향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심해저공사에 대한 필요성은 제154조 검토위원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직 공사를 설립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심해저공사에 대한 입장에서와 같이 

조만간 심해저공사와의 합작투자 요청이 접수될 경우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심해저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해저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심해저공사가 설립되면 

심해저공사 운영이나 사무국장 또는 관리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출하여 심해저 광업활동에 

국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심해저공사의 설립시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행협정은 

심해저공사 및 심해저광업기술 획득을 희망하는 개도국은 공개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또는 합작투자약정을 통하여 그러한 기술을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심해저광업기술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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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심해저공사가 설립된다는 것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활동이 상업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상업적 개발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4.3. 탐사권 연장

2.4.3.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이하 계약자)는 망간단괴 선행투자자 등록 조건에 따라 1999.3~1999.12월까지 4명의 연수생

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국제해저기구와의 탐사계약에 따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

보고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였으며, 국제해저기구 지침(ISBA/16/LTC17)에 따라 우선 채광지역에 대

한 환경변수 자료를 수집하고 자원 잠재력 예비 평가를 완료하였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2015년에 수

심 1,300m에서 파일럿 채광 시스템(집광, 버퍼 및 양광 시스템)의 해상 테스트 및 통합제련운영시스템

(제련환원공정 2톤/일)과 상업용 제련플랜트 기본설계(3백만톤/년)를 완료함으로서 상업 채광을 위한 

주요 채광 및 처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약자는 국제해저기구의 규정 및 권고 사항은 물론 계약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

력하였으며, 이는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환경자료, 자원 잠재력 평가자료 및 기본 탐사자

료에 대한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LTC)의 연차평가로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개발 단계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특히 심해저 채광

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증가하는 우려에 따라 새롭고 더 높은 환경기준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C-C 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EMP)과 저서생물 표준화 워크숍에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채광지역 및 주변 해역에 대

한 추가적이고 심도있는 과학적 환경연구 수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불리한 투자 환경 또한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제해저기구의 개발규칙 부재는 재정적 

부담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자 및 잠재적 투자자가 가정하는 심해채광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

진다. 또한 니켈, 구리 및 망간의 세계 시장가격 하락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동도 개발단계로 

진입하는데 주요 장애물이다. 심해저 자원의 상업적 채광은 다양한 부문의 투자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

한 상당한 재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정한 금속시장 가격과 금융 및 환경 법률 체제의 부재

는 개발단계로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투자 유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계약자는 탐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약자가 통

제할 수 없는 이유로 개발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계약자는 국제해저기구와 망간단괴에 대해 

5년 탐사 연장 계약(2016.4.27일 개시)을 신청하였다. 향후 5년 연장기간 동안 해저 채광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환경지침 및 권장 사항 준수를 위한 추가 과

학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계약자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심해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4.3.2. ISA 제출 자료

2.4.3.2.1.망간단괴 부존 특성

2.4.3.2.1.1. 자원 잠재력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망간단괴 자원 잠재력 평가를 위해 총 778개 지점에서 Free-Fall Grab(FFG, 678개) 및 box corer(BC, 

100개)를 이용하여 시료를 수집하였다(그림 2.4.3.1). 또한 26개의 횡단면을 따라 심해 카메라 

시스템(DSC)으로 획득한 해저면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시료채취 간격은 탐사광구 전체적으로는 평균 

14.4㎞이며, 고밀도 샘플링이 적용된 KR5의 일부지역에서는 평균 3.6㎞이다. 망간단괴는 탐사광구 

전체적으로 0.0~35.07kg/㎡ (평균 7.35kg/㎡) 범위의 분포를 보이며 지역적으로는 남부보다 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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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량이 높았다. 총 451개 시료에 대한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Mn 함량은 4.7~47.7% (평균 27.7%), Cu 

함량은 0.22~1.64% (평균 1.02%), N 함량은 0.28~2.09% (평균 1.19%), Co 함량은 0.07~2.09% (평균 

1.19%)의 범위로 나타났다(그림 2.4.3.2). Mn, Cu, Ni 함량은 탐사계약 지역 북부보다 남부에서 높았고, 

Co 함량은 북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3.1  FFG와 BC시료채취 정점 및 DSC 측선

그림 2.4.3.2  망간단괴 부존량(좌측 상단) 및 금속 함량의 범위를 나타낸 box plot.

전체 값의 범위와 평균 값(+)을 기준으로 중간 값, 75%, 25%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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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1.2.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

자원량 평가의 첫 단계로 GOCAD, Supervisor 및 SGEM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FG, BC 및 DSC 영상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망간단괴 부존량의 변이도(variogram)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블록(KR1~KR7)에서는 

variogram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FFG, BC, DSC 영상 등의 조밀한 샘플링 데이터를 가진 KR5 블록에서만 

3,700m로 형성되었다(그림 2.4.3.3). 이는 우리나라 탐사계약 광구의 자원량 평가결과는 “inferred 

resources category(추정 자원량 범주)”에 속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4.3.3  KR4와 KR5 블록의 망간단괴 부존량 변이도(variogram). 가로축은 지연 거리(m)를, 세로축은 

semi-variogram (ϒ)을 나타냄. 4가지 방향(0°, 45°, 90°, 135°)으로 변이도를 분석함.

2.4.3.2.1.3. 1차 채광지역 선정

1차 채광지역 선정을 위한 컷오프 값은 지형 경사가 5°미만이고 망간단괴 부존량은 8kg/㎡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계약 면적의 24%인 18,113㎞2가 이 기준에 부합하며, 모델링을 통해 추정된 자원량은 

1억 8,840만 톤이다. KR5 광구내 1차 채광지역 9,607㎞2에서 망간단괴 부존량은 8~24.2kg/㎡(평균 

10.1kg/㎡)이며, 추정 자원량은 97,221,000톤이다(그림 2.4.3.3, 2.4.3.4).

이밖에도 IMI-30 및 DSL-120과 같은 심해 견인 음향탐사(DTSSS) 자료 및 이를 활용한 지형 특성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출한 디지털 자료 및 도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한 탐사계약 연장 신청서에서 확인가능하다.

2.4.3.2.2. 기초환경 자료

2001~2014년 동안 획득한 모든 환경자료는 망간단괴 탐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ISBA/16/LTC/7)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4.3.2.3. 연차보고서

2001~2014년 동안 ISA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데이터와 

정보는 환경, 지질 및 자원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해상도 수심측정 

데이터(DSL-120 및 IMI-30 활용)를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ISA에서 요청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계약기간 실제 탐사와 연구에 투자된 금액의 세부내용을 제공하였으며, 총 

투자금은 113,050 US$로 계획한 투자금인 108,000 US$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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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4  KR5 블록에 선정된 1차 채광지역. 총 9,607㎞2에서

 97,221,000톤의 자원량이 추정됨.

2.4.3.3. 연장기간 주요 활동

2.4.3.3.1. 탐사 활동

5년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 탐사 활동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난 15년 탐사계약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심해 견인 카메라 이미지 및 고해상도 음향탐사 자료가 

포함되며, 동물군 분포 및 계약 지역 내 채광가능 지역 선택에 활용된다. 두 번째는 2차례 환경 탐사를 

통해 추가 환경 및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환경 탐사는 1) 아직 확보하지 못한 추가적인 

환경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2) 저서생물(중형, 대형, 초대형) 표준화 워크숍의 권고 사항을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생물분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계획된 환경연구에는 

워크숍 권고에 따라 광구지역과 환경보호구역(APEI)에서 저서생물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확보가 

계획되어 있다.

2.4.3.3.2. 교육 훈련

교육 훈련은 실해역 탐사를 통한 선상탐사교육과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총 4명의 후보자(2개 

그룹)가 실해역 탐사 동안 승선하여 탐사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해양정책과 관련하여 

진행하게 되며, 후보자 1명에게 최소 1년 동안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과학 및 

정책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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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2.5.1. 심해저 광물개발법(안) 제정

2.5.1.1. 추진배경 및 경과

2.5.1.1.1.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심해저 활동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심해저 자원’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39조, 제153조 제4항,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에 

의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심해저 관련 국제법은 관련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해저자원은 국제사회가 처음 상업화 단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심해저활동을 

규율할 국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심해저 광구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관리의무 이행과 국가책임 면제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법 제정이 시급하다.

심해저 광물개발법은 국제적 입법(立法) 수요에서 사실상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으로 요구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1년 권고적 의견을 통해 보증국의 간접의무와 직접의무를 판시하고, 구체적 조치를 

보증국의 국내입법 사항으로 강조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협약 제6부속서에 의해 1995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권고적 의견(ITLOS Case No.17)을 통해 심해저 활동의 보증국은 관련된 

국가책임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국내입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국제해저기구는 제17차회기 이사회결정(ISBA/17/C/20, para.3), 제18차회기 이사회결정(ISBA/18/C/8, 

Add.1)으로 국내법을 통한 심해저활동 보장을 요구하였다. 심해저자원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에 있는 심해저의 

해저와 해저 아래에 있는 모든 광물자원을 말하며, 2021.12월 현재 약 35개국이 전문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각국의 국내법 제정은 보증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외에 자국민에 의한 심해저 자원의 적극적 확보와 

산업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심해저자원은 극한환경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기술과 예산을 필요로 하며(산업영역), 환경과 수익배분에 대한 국제대응(공적영역)의 연계가 필요한 바, 

참여유도와 당사국 의무이행의 제도적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심해저광업은 (국내)광업법제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을 요구하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규범과의 국가 조정력까지를 포함한 ‘국제(외교)성 – 

산업성 – 지속가능성(환경)’의 복합적 국가기능을 갖춘 법제로 도입이 요청된다.

2.5.1.1.2. 추진경과

국내에서 해저자원개발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상업적 개발 시기가 불투명하였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에 전문화된 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접근 역시 

상업적 생산 前 단계의 ‘조사-광구확보-우선채광지역 선정’을 중심으로 진행, 개발법제의 필요성 인식은 

미미하였다. 다만, 최근 국제해저기구는 국내법 제정여부를 광구 부여 전제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국의 향후 추가광구 확보 및 개발단계로의 진입시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브라질의 망간단괴 탐사 

신청 시 네덜란드 등이 심해저관련 국내법의 부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심해저 체약자로서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전후, 상업적 단계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근거와 해양산업 

육성, 기술개발 주도를 위한 법적 근거 시급하다. 심해저 관련법 제정은 심해저 자원 개발을 해양수산부의 

주도적 기능으로 확보하고,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략광물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첨단해양개발기술과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는 심해저광업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심해저 산업육성 기반 역시 요청된다.

2012년, 해양수산부(舊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활동 진출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입법을 

추진하였고, 2013년 초안(해양광물자원개발법)을 도출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도출안의 방향을 공간적으로는 ‘국내외’를 포괄하고, 국내 해역 ‘국내 기타광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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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었다.

2.5.1.2. 국내 해양광물자원 법제 및 상호관계

2.5.1.2.1. 해양광물자원 관련 법제

법체계상 기본법의 측면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제정(2002.5)되어 해양,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는 광물, 생물, 에너지, 관광, 공간 등 해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은 해양자원을 생물자원·광물자원·에너지·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3조제2호). 그리고 개별법의 측면에서 

해양자원 중에서 해양공간자원에 대하여는 ｢해양공간계획법｣(2018), 해양생물자원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2012)이 제정되었다.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광물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국내’ 광물자원에 대하여는 광업법을 근간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외광물자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즉, 광물자원개발은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로 국가관할권 내측과 외측(외국 

EEZ)의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로 작동되고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법제에서 소위 ‘해외’의 

공간적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바, 향후 심해저광물개발법 추진시 부처협의 과정의 장애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2.5.1.1).

이 외에, 광물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해역에서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단, 기타의 광물자원 부존여부 등을 고려한 법안 추진은 법적실익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관할권 내측의 해양광물자원에 대하여는 광업법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적용되나, 기타 

광물에 대하여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결국, 현행 국내법상 국내에서는 법정 광물 이외의 ‘기타 광물’에 대한 근거법이 미비하고, 국가관할권 

외측으로 정의되는 ‘심해저’ 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2.5.1.1  해양광물자원 관련 법제.

2.5.1.2.2. 현행 법제의 적용 한계

2.5.1.2.2.1. 현행 법체계의 한계

현행 법체계의 한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해양자원의 관리ㆍ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기술개발 등 기본적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근거법 역할에 제한적이며, 사업(시행)법적 근거는 산업자원부 

소관법으로 통합되어 해양광업의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양광물 개발을 위한 사업은 

매우 미미한 형태이며, 그 근본 원인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1) 석유가스를 제외한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가치 저평가 , (2) 해양공간에 대한 이해부족(육상중심 광물자원 접근) , 

(3) 해양과 육상자원 개발의 기술적, 환경적 조건 차이에 근거한 종합적 광물자원개발체계 미비 등이 

그것이다. 해양자원의 개발환경은 특수성과 극한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환경적 위해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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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규범체계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광물자원은 환경과 자원의 동시 고려, 

공간과 자원별 특징에 따른 개발법제 수립을 통해 개발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전환적 계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양자원은 형식상 타 부처 소관 법률 등 해양자원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소관에 따른 책임행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2.5.1.2.2.2. 심해저광물 적용한계

“심해저와 그 자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정의 되며,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저기구의 관련 규범은 모든 당사국에게 심해저활동에 대한 보증과 

이행을 위한 국내법체계 및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1항 (3)호). 

“심해저 활동이라 함은 심해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은 심해저 활동주체의 보증, 계약관계와 관리이행, 심해저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배분 제도 등 국제적 관리규범(주체)의 국내법적 수용법제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내 참여 ‘주체’의 심해저 자원개발 장려(자원공급원확보)와 보증 

(이행보증), 관련 활동관리(국제의무이행), 관련 인력 및 관련산업 육성(신산업창출)을 위한 전문 법제의 

필요성이 긴요하다.

[참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법 정비요구 근거 및 보증국 책임 면제 근거

◦ 유엔해양법협약 제139조 (협약준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1. 당사국은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사

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

저활동이 이 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심해저활

동에 있어서는 그 국제기구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국제법의 규칙과 제3부속서 제22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부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함께 활

동하는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국이 제153조 

제4항과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153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보증한 자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3.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153조 제4항 

4. 국제해저기구는 이 부의 관련규정, 관련 부속서 및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

차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

제를 한다. 당사국은 제139조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으로써 국제해저기구를 지원한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제4조(신청자의 자격) 4. 보증국은 이와 같이 보증된 계약자가 이 협약상의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제139조에 따라 자국법체계내에서 

진다. 그러나 보증국이 자국법체계내에서 자국 관할아래 있는 자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으로 적절한 법령을 채택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국은 자국이 보증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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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

행정조직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기능에 따르지만 특별한 경우 그 대상이나 공간에 따를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도록 통합적으로 조직된 

중앙행정부처이다. 심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자원의 개발 및 활용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산업자원부라고 할 수 있으나,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행정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연혁적으로 정부 직제로 볼 때,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은 과거 상공자원부(1993)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소관 부처의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해저광물자원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행정분야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의 철학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양행정의 통합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기능적 분화를 중시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동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제반 광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소관 사항’으로 주장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해양수산부(舊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활동 진출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입법을 

추진하였고, 2013년 초안(해양광물자원개발법)을 도출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도출안의 방향을 공간적으로는 ‘국내외’를 포괄하고, 국내 해역의 ‘국내 기타광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활동에 적극적 대응과 국제해저기구의 

국내입법 요구 추세에 따라 국내 입법을 재추진하였는 바, 2018.7.10일 정부입법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4322)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개발 연기에 따른 입법의 긴급성이 소멸되고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0.5.29일 

법안이 폐기되었다.

2.5.1.3. 법안의 주요 내용

2.5.1.3.1. 심해저, 심해저자원,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정의(제2조)

심해저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海底), 해상(海床)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심해저자원이란 심해저에 부존하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탐사란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아 심해저자원을 찾는 것을 말하며, 개발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심해저자원을 채취, 심해저자원으로부터의 광물 추출과 생산과 판매를 위한 장비, 제련, 운송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심해저활동이라고 함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5.1.3.2. 심해저활동 등의 기본계획 수립(제5조)

본 법에서는 심해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5.1.3.3. 심해저활동의 허가, 보증서 발급, 허가취소 등(제7조~제9조, 제11조)

심해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해저활동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심해저활동 관리 및 

국가보증 사전절차로 심해저활동지역, 재정적·기술적 요건,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해저 활동시 관련 요건 미비, 의무위반 시 심해저활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5.1.3.4. 심해저활동 등의 지원(제15조~제16조)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육성을 위해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하고 있으며, 심해저활동 등의 육성·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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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5. 벌칙 및 과태료(제21조~제25조)

심해저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효력 정지기간 탐사·개발, 신고·허가 또는 계약 미비의무 

미준수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국내적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5.1.4.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심해저활동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해저”(深海底)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

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海底), 해상(海床)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2. “심해저자원”이란 심해저에 부존(賦存)하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

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3. “국제해저기구”란 협약 제156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4. “개괄탐사”란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심해저에서 심해저자

원을 찾는 것을 말하며, 광상(鑛床)의 구성, 크기 및 분포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한다.

5. “탐사”란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아 심해저에서 심해저자원을 찾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광상의 분석

나. 채광(採鑛)시스템ㆍ장비, 제련시설 및 운송체계의 사용과 시험

다. 심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상업적 요소 

등에 대한 연구의 수행

6. “개발”이란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심해저자원을 

채취하고, 심해저자원으로부터 광물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광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채광

시스템ㆍ장비, 제련시설 및 운송체계의 건설과 운용을 포함한다.

7. “심해저활동”이란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개괄탐사 및 심해저활동(이하 “심해저활동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약,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협약등이 우선한다. 다만, 심해저활동에 종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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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건강ㆍ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 협약등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심해저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고, 심해저활동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해저활동등에 종사하는 국민은 협약등을 준수하고, 심해저활동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

전에 방지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심해저활동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심해저활동 등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심해저활동 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해저활동 등의 목표

2. 심해저활동 등 및 그 관리ㆍ지원의 추진방향 및 전략

3. 심해저활동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4. 심해저활동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

5.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심해저의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유통

7. 그 밖에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환경의 변화나 기술적ㆍ재정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해저활동

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 등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장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제6조(개괄탐사의 신고) ① 개괄탐사를 하려는 국민은 미리 개괄탐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고하고, 국제해저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괄

탐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

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해저활동의 허가) ① 심해저활동을 하려는 국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허가와 개발허가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심해

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1. 심해저활동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광상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

부

2. 심해저활동을 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심해저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4. 심해저활동이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를 수립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신청인이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심해저자원 또는 심해저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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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합작 또는 심해저 지역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

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허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합작 등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심해저자원 또는 심해저 지역을 대상으로 심해

저활동 등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 방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작 또는 심해저 지역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심해저활동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심해저사업자”라 한다)가 협약에 따라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해저사업자에게 허가받은 심해저활동에 대한 주기적 보고와 관련 정보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③ 심해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저기구의 

심의 절차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심해저사업자는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2개

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효력) ① 국제해저기구와의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

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② 국제해저기구와의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1조(심해저활동 허가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9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심해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한 심해저 지역 외에서 심해저활동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해저활동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해저 활동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심해저활동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보증의 종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심해저활동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즉

시 보증 종료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국제해저기구에 보증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

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해저기구가 보증의 종료를 통보받

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의 종료는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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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심해저사업자의 의무) ① 심해저사업자는 국제해저기구와 체결한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

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심해저사업자는 심해저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협약등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심해저사업자는 

심해저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협약등에 따라 심해저활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심해저활동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해저활동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

무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심해저활동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에게 제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심해저활동등의 지원

제15조(심해저활동등에 대한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심해저활동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2.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사업

3. 심해저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사업

4. 심해저활동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연구개발 사업

5.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심해저활동등 성과의 보급ㆍ확산 사업

6. 그 밖에 심해저활동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심해저활동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

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7.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심해저사업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등의 육성ㆍ지원 업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심해저사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해저사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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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및 출입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해저사업자에게 심해저활동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심해저사업자의 사무소 및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수수료)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심해저사업전문기관

3.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에 대한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개발을 한 자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탐사에 대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제23조(벌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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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개발타당성 평가

개발타당성 평가를 위해 본 사업에서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6년에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 평가 

준비를 위해 분석요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4개 광물의 가격조사를 하였다. 2017년에는 4대 광물의 수급과 

가격동향, 기존 KIOST의 경제성분석 연구보고서(2012~2016)와 삼일회계법인의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업 

사업화전략수립 보고서(2017), 함부르크세계경제연구소의 경제성분석보고서(2016) 등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한 망간단괴 개발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 산정과 함께 망간단괴 개발 재무성을 분석하였다. 

2018년도에는 정밀 개발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심해저 4대금속 국제가격 동향과 함께 육상광산 로열티 

제도분석,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로열티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로열티 부과에 따른 재무성을 

분석하였다. 2019년도에는 4대 금속가격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5.2.1. 2016년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평가 준비를 위한 분석요소 검토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타당성평가는 2012년에 망간단괴 상용화를 위해 사전타당성(pre-F/S) 수준의 

기초적인 재무성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보다 정밀한 재무성 분석을 위해서는 광물분야에서의 국제 

저명한 컨설팅 기관을 통한 정밀타당성분석(Bankable Feasibility Study) 혹은 최종타당성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정밀타당성분석은 광산공학학회(SME)의 표준에 부합되며,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의 

파라미터에 대해 실제 기업의 견적서를 첨부하고, 시범운영과 공학적 분석에 있어서 정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타당성평가는 기업이 현재 고려중인 프로젝트가 자본비용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보상이 제공되고 개발이 가능한 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식 

기술보고서이다.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채굴된 망간단괴에 대한 시장성 부분을 검토하는 일이다. 

시장성 부문의 판단 요소는 시장개척 가능성, 판매가격 적정성이다. 시장개척 가능성의 경우 생산(예정) 

제품의 품질이 시장의 요구품질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품질 적합성`과 해당 시장의 유통특성, 수급 

현황 및 전망 등과 같은 `개척 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판매가격 적정성의 경우 시장 사이클의 

평균가격과 기간별 평균가격과 같은 과거 실적과 주요 기관의 단기전망(향후시장 사이클 가격), 

장기전망(평균가격)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밀타당성조사에서는 통상 +/- 15%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타당성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Class 2의 

경우 +/- 10%, Class 5의 경우 +/- 20%이며, 정밀타당성조사는 Class 2 혹은 Class 3의 값을 적용하여 

통상적으로 +/- 15%의 타당성을 요구한다. 참고로 개념설계에는 Class 10(+/- 50%), 사전타당성조사(pre 

F/S)에서는 Class 3 또는 Class 5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과한다.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개괄탐사한 자

2.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협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이 발급한 보증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

은 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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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타당성조사가 사전조사인 경우(성숙단계 낮음)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은 17.65%, 

정밀탐사 기간 중의 사전 F/S는 13.15%, 개발준비를 위한 최종 F/S의 경우 11.45%, 개발단계는 9.15%, 

생산단계는 8.65%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의 기준은 육상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심해저 

자원개발의 경우 위의 프로젝트 적정 할인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구리 광산의 생산량은 2014년 1,856만 6,000톤에서 2015년 1,873만 5,000톤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소비량은 2014년 대비 0.3% 감소한 약 22.7백만 톤이었다. 2015년 구리의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20.2% 하락하여 톤당 5,492.9달러로 나타났고 2016년 구리의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년대비 14.0% 하락한 톤당 4,725.9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니켈 광산의 생산량은 2014년 245만 톤에서 2015년 253만 톤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2015년 세계 니켈 소비는 2014년 대비 12% 증가한 약 178만 톤이었다. 2016년 니켈의 가격은 톤당 

9,310.0달러로 21.2% 하락하였다. 세계 코발트 광산의 생산량은 2015년 12만 4,000톤으로 2014년의 

생산량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코발트의 가격은 전년대비 13.1% 하락한 톤당  

25,617.4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망간 광산의 생산량은 2014년 1,778만 톤에서 2015년 1,850만 톤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2016년 망간의 톤당 국제가격은 망간괴는 2015년 대비 0.7% 하락한 톤당 1,781.4달러, 페로망간의 경우 

전년대비 8.6% 하락한 톤당 1,086.5달러로 나타났다. 

구리(동)의 단기 가격전망은 부정적이긴 하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BHP빌리턴社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로의 전환 및 신흥국 경제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추측하고 품위 저하, 생산원가 증가, 고품위 신규광체 부재로 인하여 공급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Donald Trump 효과로 런던 주식시장의 광업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인프라 투자는 동 수요를 유발할 것이라고 

Jefferies社는 주장하였는데, LME 동 가격은 15개월 내 최고로 상승하였다.

2.5.2.2. 2017년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평가

2.5.2.2.1. 4대 광물의 수급과 가격동향

망간단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가격은 달러화의 약세, 고유가 등에 따른 

세계 실물경기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국제적인 자원수요가 급증하고,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메이저급 광업기업들의 독과점 추세로 낮은 재고와 수급불안 등은 지속되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높아진 금속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대체재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중국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미 달러화 약세 및 중국 경기 개선 등 

단기적인 공급 부족상황이 발생되었고 4대 녹색광물인 코발트, 니켈, 망간은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사용이 증가하여 가격이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광물시장의 

동향 및 심해저 광물자원의 가격 및 수급 동향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5.2.1).

세계 구리 광산의 생산량은 2015년 1,907만 6,000톤에서 2016년 1,942만 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2016년 소비량은 2015년 대비 2.3% 증가한 약 23.4백만 톤이다. 2016년 구리의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11% 하락하여 톤당 4,863달러로 나타났고 2017년(1~8월) 구리 가격은 전년대비 20.7% 상승한 

톤당 5,868.0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니켈 광산의 생산량은 2015년 228만 톤에서 2016년 225만 톤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16년 세계 니켈 소비는 2015년 대비 5% 증가한 약 186만 톤이다. 2016년 

니켈의 가격은 톤당 9,609.0달러로 18.6% 하락하였다. 세계 코발트 광산의 생산량은 2016년 12만 

3,000톤으로 2015년의 생산량에 비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코발트의 가격은 전년대비 

13.1% 하락한 톤당 25,617.4달러로 나타났다. 세계 망간 광산의 생산량은 2015년 1,750만 톤에서 2016년 

1,600만 톤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하였다. 2016년 망간의 톤당 국제가격은 2015년 대비 0.7% 하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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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달러, 페로망간의 경우 전년대비 8.6% 하락한 1,086.5달러로 나타났다. 2016년 평균 구리 가격하락 

원인으로는 구조적 수요대비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증가, 달러화 강세로 동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염려에 따른 수요의 둔화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구리의 중장기 

가격전망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이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구리 선물시장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2017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구리 공급측면을 보면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칠레의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Escondida 광산의 근로자파업 및 Codelco사(칠레국영구리공사)의 품위저하에 따른 생산부진 등은 

칠레(구리 최대 생산국)의 전체생산량 중 9%(24만 5천 톤)를 감소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광수출요건 변경에 따른 동광 수출 중단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전기차 상용화 

및 각국의 친환경정책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그림 2.5.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LT

전망
기관

최고가 6,248.2 7,027.0 7,153.9 8,250.0 7,275.2

최저가 5,600.0 5,387.1 5,275.8 5,200.0 5,774.0

전망 기준가격 5993.8 6,129.1 6,270.3 6,628.3 6,524.6

표 2.5.2.1  구리전망기관 최고·최저가 비교                                          
(단위: US$/ton)

니켈은 2017년에는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전 분기 대비 1.8% 가격이 상승 전망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광산 규제와 미달러 약세 및 중국 경기의 개선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및 국제유가 하락세 등 거시 경제 약세 등으로 

기존 전망대비 중단기 가격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표 2.5.2.2).

그림 2.5.2.1 세계 광물자원(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 405 -

구분 2017 2018 2019 2020 LT

기관 기준가격 10,299.0 10,617.7 11,136.4 12,625.0 18,167.4

전망

기관

최고가 11,084.0 12,000.0 13,000.0 21,000.0 19,836.8

최저가 9,791.0 9,100.0 9,500.0 9,500.0 16,498.0

표 2.5.2.2  니켈 기관 평균가격 대비 전망기관 최고·최저가 비교                           
(단위: US$/ton) 

코발트 가격 급상승은 2차 전지의 수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뱃터리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녹색 4대광물(Co, Ni, Mn, Li)의 하나인 코발트는 가격의 장기적인 예측을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확대에 따른 2차전지의 사용증가로 코발트 가격은 파운드당 27달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5.2.3). 

연도 (US $/톤) (US $/lb)

2011 38,800.96 17.60

2012 30,555.76 13.86

2013 29,188.90 13.24

2014 32,165.11 14.59

2015 29,475.50 13.37

2016 25,617.45 11.62

2017(11월) 60,500.00 27.45

주) Cobalt min 99.8-aerospace application (EU), 자료: Platt's Metals Week

표 2.5.2.3  코발트의 국제가격(Cobalt metal)

망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요인은 주요 항구 망간재고 감소, 프리미엄급 망간재고 부족, 

수입망간원광 내수가격 상승으로 분석되었으며, 망간 소비는 크게 보면 조강 생산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표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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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망간괴(전해망간a)

(US$/톤)

페로망간b

(US$/톤)

실리코망간c

(US$/톤)

2011 3,368.3 1,707.6 1,326.1

2012 2,839.4 1,591.8 1,392.1

2013 2,316.7 1,453.1 1,400.2

2014 2,240.2 1,430.2 1,278.7

2015 1,793.4 1,187.9 875.0

2016 1,781.4 1,086.5 자료없음

2017 1,799.0 1,385.0 자료없음

자료: Platt's Metals Week(2017년은 8.7~11.7 평균기준)
a 99.7% Electrolytic manganese flake
b High Carbon 75% FOB China
c 65% Mn

표 2.5.2.4  망간의 국제가격 (Price of manganese)

2016년에는 최대 철광 소비국인 중국내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

증가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맞춰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우리나라

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바, 현재 세계 육상광산의 저품위화 및 2차 전지 사용증대에 대비 우리나

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광물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5.2.2.2. 망간단괴 개발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 산정

2.5.2.2.2.1. 전제

비용산정의 기준으로 기존 KIOST의 경제성분석 연구보고서(2012~2016)와 삼일회계법인의 심해저광물 

자원개발업 사업화전략수립 보고서(2016), 함부르크세계경제연구소의 경제성분석보고서(2016) 등 선행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용산정의 구축대상설비는 탐사선, 채광선, 채광설비, 양광설비, 수송설비, 제련설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용은 설비별 초기자본투자비용인 CAPEX와 해당설비의 정상가동시 발생되는 운영비용인 OPEX로 산정하였다. 

수송선을 건조하는 경우(Case 1)와 임차(용선)하는 경우(Case 2)를 가정하여 CAPEX와 OPEX를 산정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5.2.2.2.2. CAPEX 산정

기 연구보고서와 달리 채광기와 양광시스템은 적정수량 2Set에 1Set의 예비품을 포함하였다. Case 1과 

Case 2의 차이는 수송선 건조비용 포함유무이며, Case 2의 수송선 용선료는 OPEX에서 산정하였다(표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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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ase1. 수송선  건조기준 Case2. 수송선  용선기준

산정가액(백만US$) 산정가액(백만원) 산정가액(백만US$) 산정가액(백만원)

탐사 　 196 222,887 US$196 222,887

채광

소계 1,006 1,144,003 US$1,006 1,144,003

채광선 763 867,668 US$763 867,668

채광기 52 59,247 US$52 59,247

양광시스템 191 217,088 US$191 217,088

수송

소계 330 374,815 US$149 169,440

수송선 181 205,375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49 169,440 US$149 169,440

제련

소계 1,142 1,299,168 US$1,142 1,299,168

토지 131 148,590 US$131 148,590

건물 71 81,198 US$71 81,198

제련설비/공장 940 1,069,381 US$940 1,069,381

계 　 2,674 3,040,873 US$2,493 2,835,499

표 2.5.2.5  CAPEX 비용산정 요약

2.5.2.2.2.3. OPEX 산정

운영비용의 구분은 직접 추정이 가능한 직접비 성격의 비용과 직접 추정이 불가능한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직접비는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사사례(해운운송업체, 제련업체)와 

기존 연구사례를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간접비는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대상으로 

비율산정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적용된 간접비율은 국내 해운운송업체, 제련업체의 실적비율과 HWWI 

조사비율을 비교하여 적정비율을 결정하였다. Case 2의 수송부문 운영비에는 용선료가 추가되었으며, 

용선단가기준에 따라 수송선의 수선유지비와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표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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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Case 1. 수송선  건조기준 Case 2. 수송선  용선기준

산정가액(천USD) 산정가액(백만원) 산정가액(천USD) 산정가액(백만원)

운

영

원

가

탐사 24,404.00 27,752 24,404.00 27,752

채

광

소계 95,683.42 108,809 95,683.42 108,809

수선유지비 23,138.00 26,312 23,138.00 26,312

연료비 29,799.00 33,887 29,799.00 33,887

인건비 39,332.45 44,728 39,332.45 44,728

기타 3,413.97 3,882 3,413.97 3,882

수

송

소계 67,917.72 77,235 68,235.08 77,596

수선유지비 3,091.82 3,516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료비 31,866.00 36,237 31,866.00 36,237

인건비 18,326.00 20,840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선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21,717.50 24,697

항만운송료 10,850.00 12,338 10,850.00 12,338

기타 3,783.90 4,303 3,801.58 4,323

제

련

소계 423,863.43 482,009 423,863.43 482,009

재료비 79,691.13 90,623 79,691.13 90,623

수선유지비 30,353.46 34,517 30,353.46 34,517

연료비 224,066.28 254,804 224,066.28 254,804

인건비 37,048.00 42,130 US$37,048.00 42,130

기타 52,704.56 59,935 52,704.56 59,935

계 　 611,868.57 695,805 612,185.93 696,166

판관비 40,872.82 46,479 40,894.01 46,503

OPEX 총액 652,741.39 742,284 653,079.94 742,669

표 2.5.2.6  OPEX 비용산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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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2.4. 경제성 비교

Case 별 비용산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 2.5.2.7).

부문 구분

Case 1.수송선 건조기준 Case 2.수송선 용선기준

산정가액

(백만USD)

산정가액

(백만원)

산정가액

(백만USD)

산정가액
(백만원)

CAPEX 초기자본투자비(a) 2,674.05 3,040,873 2,493.45 2,835,499

OPEX

연간운영 652.74 742,284 653.08 742,669

20년운영 (b) 13,054.83 14,845,674 13,061.60 14,853,372

총개발비 추정(a+b) 15,728.88 17,886,547 15,555.05 17,688,870

표 2.5.2.7  Case별 비용산정 결과 비교

2.5.2.2.2.5. 추정비용의 변동요소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광물개발규칙 초안이 완성되면 본 연구에서 제외한 

환경부담금과 로열티의 추가산입이 가능하다. 제련설비의 구축지역이 결정되면 CAPEX의 토지구입비 변동이 

예상되며, 수송선 이송거리의 변동(수송선 수량의 조정)이 발생할 경우 수송설비 전반에 걸친 CAPEX, 

OPEX의 변동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주체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하는 정부기관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민간투자법인인지에 따라 OPEX비용은 운영인력 인건비 단가와 적용된 

간접비율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2.5.2.2.3. 망간단괴 개발 재무성 분석 결과

2.5.2.2.3.1.매출액 추정

광물 가격 전망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산출된 가격으로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2.5.2.8).

-1안) 최근 5년간 실거래 가격의 평균치

-2안) 세계 유수 전문기관의 시장 전망치

                                                                  (단위: 달러 / 톤)

구   분 Ni Cu Co Mn

1안) 최근 거래 가격 평균 15,637 6,887 30,967 169 

2안) 전문 기관 전망치 18,167 6,524 60,500 166 

표 2.5.2.8  광물가격전망

망간단괴를 통해 생산되는 광물별 생산량은 KIOST 최종 연구자료상 제련 회수율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표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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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톤)

구   분 Ni Cu Co Mn

KIOST 33,480 30,690 5,580 781,200 

표 2.5.2.9  망간단괴 300백만톤 제련 후 광물별 채광량

연간 매출액은 망간단괴 상업개발시 예상되는 매출액으로 1안) 최근 5년간 거래 가격 평균, 2안) 전문

기관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매출액이 예상된다(표 2.5.2.10).

(단위: 백만달러 / 연간)

구   분 Ni Cu Co Mn 매출 총액

1안) 최근 거래 가격 평균 (a)  524 211 173 132 1,040 

2안) 전문기관 전망치 (b) 608 200 338 130 1,276 

차액 (a-b) -85 11 - 165      2 - 236 

표 2.5.2.10  연간 매출액

2.5.2.2.3.2. 재무성 분석

재무성 검토 전제는 ① 분석기간은 투자기간 5년 운영기간 20년으로 하고, ② 할인율은 실질 할인율로 산

출된 8%외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 20%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③ 정부보조금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수송선은 건조기준이다(표 2.5.2.11).

구 분 적용가정

가격기준 최근 5년 평균가격/전문기관 시장 전망치

분석 기간 투자기간(5년)/운영기간(20년)

할인율 8%/15%/20%

정부보조금 0%

기타 수송선 건조기준

표 2.5.2.11  재무성 분석 가정

2.5.2.2.3.3. 재무성 분석 결과

앞선 재무성 분석 전제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근 거래 가격 평균가격, 전문기관 시장 

전망치 모두 재무성이 확보되는 할인율은 8%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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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할인율 PI FNPV FIRR
NPV = 0 

정부지원비율

최근 거래 가격 평균

8% 1.016 93 

8.59%

-

15% 0.831 (499) 42%

20% 0.711 (574) 58.4%

전문기관 시장 전망치 

8% 1.167 1,046 

13.83%

-

15% 0.967 (101) 8.45%

20% 0.835 (343) 34.3%

표 2.5.2.12  재무분석 결과

2.5.2.3. 2018년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평가

2.5.2.3.1. 심해저 4대금속 국제가격 동향

2.5.2.3.1.1.구리 가격

2017년 연평균 구리 현물 가격은 6,191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27.3% 상승하였으며, 구리의 가격은 

2011년에 8,821달러/톤 최고점을 기록한 후 수요 대체 현상이 발생하여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다. 2016년 

톤당 4천 달러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4/4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 수요증대와 수요완화 등 분석기관별 전기차 상용화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며 2018년 구리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

전기동의 가격은 2002년만 하더라도 톤당 l,577.5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가격인 

1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유럽 재정위원회기로 인하여 중국과 선진국들의 구리 수요가 

감소하고 자연재해와 노동쟁의로 가행이 중단된 칠레 광산들 때문에 가격은 등락을 반복한 이후 

세계경기둔화와 중국 수요의 약화로 인하여 2016년에도 구리의 국제가격은 최저 가격을 갱신하여 톤당 

4,725.87달러를 보였다.

2018년엔 2014.1월 이후 4년 만에 7,200달러/톤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공급차질과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칠레, 인니 등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을 빚고 있다. 예컨대 칠레 

Escondida광산(92만톤/년, 세계1위)은 노사협상 난항으로, Los Pelambres 광산(32만톤/년)의 경우 

운송인프라 보수관련으로 공급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니의 경우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Grasberg광산(45만톤/년)의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2018년 구리가격의 향후 전망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전기자동차 상용시점에 따른 의견 차로 인해 

2018년 최고가 대비 최저가 1,200U$/톤 편차를 유발하였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전기차 상용차에 대한 

기대심리로 정련동 수요(20̀18년, 23,552천톤)확대 대비 공급(23,370천톤)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다. 

Emirate 등 전기차 상용화로 향후 구리 수요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단기 수요 증가량에 대한 이견 및 

중국 경기 둔화로  ̀18년 가격 약세를 전망(KOMIS, 2018)했다. 한편으로는, 구리 공급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2021년까지의 중장기 가격 지속이 예상된다. 대다수의 분석기관이 

수요증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중장기 가격을 소폭 상향조정하였다. 수요 측면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배선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3배 이상의 구리가 소비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상용화의 시기가 주요한 

변수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칠레 Escondida 광산을 포함해서 칠레의 대표적 광산들의 노후화, 저품위화 

및 생산원가 상승이 중장기 가격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0̀25년까지 Cobre Panama(파나마) 

광산을 제외시 20만톤/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향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우드맥킨지, 2018)이다(표 2.5.2.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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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결제가격(단위: US달러/톤)

평균 최고 최저

2008 6,955.88 7,478.71 6,467.42

2009 5,149.74 5,456.38 4,855.38

2010 7,388.19 7,718.77 7,044.23

2011 8,820.99 10,120.50 6,811.00

2012 7,949.14 8,658.00 7,251.50

2013 7,337.37 8,049.27 6,892.98

2014 6,862.00 7,439.50 6,434.50

2015 5,492.93 6,448.00 4,515.50

2016 4,863.00 5,103.00 4,310.50

2017 6,190.54 7,216.00 5,496.00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13  구리의 국제가격(LME price of copper)

구분 2018 2019 2020 2021 LT

전망
기관

최고가 7,650.0 7,525.0 7,500.0 7,750.0 7,275.2

최저가 6,499.0 6,447.0 5,850.0 6,727.0 5,871.0

전망 기준가격 6,996.4 7,005.1 6,905.0 7,220.4 6,573.1

표 2.5.2.14  전망기관 최고·최저가 비교(단위: U$/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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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기관 기준일 2018 2019 2020 2021 LT

CIBC 2018.06.25 7,065.8 7,263.9 7,263.9 7,704.2

Itau Unibanco Holding SA 2018.06.11 6,884.3 6,800.0 6,844.4 6,927.0

Market risk Advisory Co Ltd 2018.04.03 6,890.0 6,850.0 6,950.0 7,100.0

WoodMackenzie 2018.05.20 6,972.5 7,124.2 7,011.2 7,054.8 7,275.2

BMI Research 2018. 7,000.0 7,100.0 7,200.0 7,250.0

Emirates NBD PJSC 2018.06.21 6,499.0 7,063.0

Co㎜erzbank AG 2018.05.14 6,700.0 6,800.0 5,850.0

HSH Nor㏈ank AG 2018.05.14 7,650.0

Societe Generable SA 2018.05.30 7,100.0 7,300.0 7,500.0 7,750.0

Intesa Sanpaolo SpA 2018.06.20 6,974.1 7,000.0 7,150.0 7,250.0

Toronto_Dominion Bank/Toronto 2018.05.10 7,408.4 7,252.0

Capital Economics Ltd 2018.06.18 6,722.5 6,625.0

Westpac Banking Corp 2018.06.20 6,984.0 6,447.0 6,456.0

DZ Bank AG Deutsche 
Zentral-Genossenschafts bank

2018.05.10 7,408.4 7,525.0

World Bank 2018.04.20 7,043.0 6,923.0 6,824.0 6,727.0 5,871.0

평균가격 6,996.4 7,005.1 6,905.0 7,220.4 6,573.1

표 2.5.2.15  기관별 구리 전망가격(U$/ton)

2.5.2.3.1.2. 니켈 가격

니켈은 전기자동차 수용증대 시점이 비철금속 시장의 뜨거운 감자이다. 2018년 주요 분석기관별로 

수요증가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나 우드맥킨지 등 일부기관의 니켈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은 20̀18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8.7% 가격 상승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 사이클은 안착될 전망이다.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5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니켈가격은 2016.2월 톤당 8.3천 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니켈 재고가 감소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광산물 수급분석 2016/20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된 원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스테인레스강 소비 증가에 따른 니켈 소비가 증가하였고 니켈광 최대 생산국인 필리핀의 니켈광산 

가행 중단, 러시아와 호주의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2년 톤당 6,771.8달러에서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톤당 37,108.1달러로 상승되었다. 

니켈 가격은 2002년부터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추세로 나타났다. 국제 

니켈 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톤당 14,0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영향이 

완화되고 중국의 니켈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광업법 정책으로 니켈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함에 따라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톤당 16,867.1달러로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금 전년 

대비 30.0% 하락하여 톤당 11,799.0달러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18.6% 하락하여 9,609.0달러로 

하락하였다.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니켈은 전년도 톤당 9,609 달러 대비 2017년 8% 가격이 상승하여 톤당 

10,411달러에 달했다(표 2.5.2.15~.5.2.18). 



- 414 -

연도 결제가격(단위: US달러/톤)

2008 21,060.8

2009 14,488.5

2010 21,679.9

2011 22,894.4

2012 17,532.8

2013 15,122.6

2014 16,867.1

2015 11,799.0

2016 9,609.0

2017 10,411.35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16  니켈의 국제가격(LME price of nickel)

구분 2018 2019 2020 2021 LT

기관 기준가격 13,562.1 14,065.6 14,784.5 16,439.8 20,774.7

전망기관
최고가 15,083.5 17,000.0 19,879.7 26,045.7 26,453.4

최저가 12,020.0 11,963.0 11,400.0 13,207.1 15,096.0

표 2.5.2.17  니켈의 전망기관별 최고·최저가 비교(단위: U$/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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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기관 기준일 2018 2019 2020 2021 LT

CIBC 18.06.25 12,656.8 12,656.8 13,027.1 13,027.1

Itau Unibanco Holding SA 18.06.11 14,332.9 14,744.1 14,839.8 15,017.8

Market risk Advisory Co Ltd 18.04.03 13,225.3 13,375.0 13,625.0 14,000.0

WoodMackenzie 2018.2Q 15,083.5 16,334.9 19,879.7 26,045.7 26,453.4

BMI Research 18.06.13 13,500.0 14,000.0 14,250.0 14,500.0

Emirates NBD PJSC 18.06.21 12,020.0 11,963.0

Co㎜erzbank AG 18.05.03 13,100.0 13,900.0 11,400.0

HSH Nor㏈ank AG 18.05.14 12,075.0

Societe Generable SA 18.05.30 14,000.0 15,500.0 16,000.0 17,000.0

Intesa Sanpaolo SpA 18.06-20 15,002.4 17,000.0 17,000.0 17,500.0

Toronto_Dominion Bank/Toronto 18.05.10 13,212.2 12,742.7

Capital Economics Ltd 18.06.18 13,322.6 13,000.0

Westpac Banking Corp 18.06.20 14,348.0 13,534.0 13,499.0

DZ Bank AG Deutsche 
Zentral-Genossenschafts bank

18.05.10 13,569.3 14,125.0

World Bank 18.04.20 13,983.0 14,043.0 14,144.0 14,248.0 15,096.0

평균가격 13,562.1 14,065.6 14,784.5 16,439.8 20,774.7

표 2.5.2.18  기관별 니켈 전망가격(U$/ton)

2.5.2.3.1.3. 코발트 가격

코발트의 가격은 2006~2008년 초까지 거의 상승하기만 했으나 그 후 경제 공황으로 인해, 2008년 

중순부터 2009년 중순까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0년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코발트 가격 역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초에 코발트 가격은 톤당 86,105.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는 급락하여 톤당 37,697.2달러로 전년대비 56.2% 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다시 시작된 

코발트의 가격하락은 2014년에 톤당 32,165.4달러로 잠시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2015년 다시금 

전년대비 8.4% 하락한 톤당 29,467.5달러로, 2016년 전년대비 13.1% 하락한 톤당 25,617.4달러로 

나타났으나 2017년은 전년대비 157.7% 급상승하여 톤당 66,018.00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발트의 가격은 파운드당 35달러 수준에 이른다. 코발트 가격 급상승은 2차 전지의 수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밧데리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발트의 시장동향을 보면, 중국의 코발트 가격추이(2018.9월)를 볼때 코발트메탈(99.8%) 가격은 

480~490위안/㎏(USD 69.35~70.79)으로 하류산업 부문의 구매 수요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및 

거래자는 소폭 상승하였다. 코발트 파우더(99.5%) 가격은 520~535위안/㎏(USD 75.13~77.29)으로 나타났고 

미중무역분쟁 영향으로 중국 내 하류산업 부문 구매 수요는 20~30% 감소하여 전월 대비 30위안/㎏(USD 

4.33) 하락하였다. 코발트 시장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통신산업의 활황으로 코발트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수급의 불균형도 예상된다. 세계 코발트 생산은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신규 코발트 대형광산의 개발은 없어 보이고 당분간 

코발트의 활용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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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R콩고는 코발트 세금 인상으로 중국 생산자에게 제한적 영향을 주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코

발트를 전략광물로 분류 Glencore, Chinamolybdenum, Randgold Resources 등 대형 생산업체에 대하여 

3.5%에서 10%로 세금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KOMIS, 2018).

세계 코발트 수요 공급 전망에 의하면 2020년경에는 약 165,000톤의 코발트가 필요하며, 공급량은 현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4대광물(Co, Ni, Mn, Li)의 하나인 코발트의 장기적인 가격 예측을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확대에 따른 2차전지의 사용증가로 코발트 가격은 2019~2020년 파운드당 36달러수

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파운드당 22달러 수준으로 전망(Metal Bulletin/KOMIS, 

2018)된다(표 2.5.2.19, 2.5.2.20).

연도 (US $/톤) (US $/lb)

2008 84,810.96 38.47

2009 38,668.68 17.54

2010 45,414.76 20.60

2011 38,800.96 17.60

2012 30,555.76 13.86

2013 29,188.90 13.24

2014 32,165.11 14.59

2015 29,475.50 13.37

2016 25,617.45 11.62

2017 66,017.92 29.95

2018(1~10월) 78,640.88 35.68

주: Cobalt min 99.8-aerospace application(EU)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19  코발트의 국제가격(Cobaltmetal)

구분 2018 2019 2020 2021 LT

기관 기준가격 88,160.00 79,344.00 79344.00 43,030.24 48,774.52

표 2.5.2.20  기관 평균가격 대비 전망기관(단위: U$/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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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1.4. 망간 가격

망간 광석과 망간 합금철을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광석 생산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시장을 확보 

하게하고, 합금철 생산자에게는 경쟁 가격에 원료를 조달하도록 하는 자사판매를 증가시킨다. 중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은 망간광석에 있어서 주요한 자유시장이나, 이 지역에서도 광석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합작이나 연합이 일반화되었다(표 2.5.2.21).

연도
망간괴(전해망간)

(US$/톤)

페로망간

(US$/톤)

실리코망간

(US$/톤)

2008 3,773.5 2,457.3 2,237.9

2009 2,545.1 1,465.9 1,102.4

2010 2,958.4 1,720.5 1,414.0

2011 3,368.3 1,707.6 1,326.1

2012 2,839.4 1,591.8 1,392.1

2013 2,316.7 1,453.1 1,400.2

2014 2,240.2 1,430.2 1,278.7

2015 1,793.4 1,187.9 875.0

2016 1,781.4 1,086.5 N.A.

2017 1,967.69 1,431.18 N.A.

2018(1~10월) 2,491.43 1,630.54 N.A.

표 2.5.2.21  망간의 국제가격

망간 제품에 있어서는 거래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망간과 관련된 선물거래도 없다. 망간제품 가격은 

2015년 말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통 무역업자를 통한 망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요인은 주요 항구 망간재고 감소, 프리미엄급 망간재고 부족, 수입망간원광 내수가격 상승으로 

분석된다. 망간 소비는 크게 보면 조강 생산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최대 철광 

소비국인 중국의 중국내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증가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망간의 국제가격을 보면 망간괴는 2016년 톤당 1,781.40달러 대비 10.5% 

상승한 톤당 1,967.69달러, 페로망간의 경우 전년 대비 31.7% 상승한 톤당 1,431.0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1~10월 망간괴는 톤당 2,491.43달러, 페로망간은 톤당 1,630.54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3.2. 육상광산 로열티 제도분석

2.5.2.3.2.1.로열티 개요

로열티(royalty)는 자원개발에 따른 재생이 불가능한(nonrenewable) 자원 고갈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서 

광산(mine)의 정부허가에 대한 수익(return)에 대해 세수를 창출하는 것이다. Royalties(로열티)는 Net 

Smelter Return (NSR) Royalty와 Net Profits Interest (NPI) Royalty로 대분되며, NSR Royalty는 제품이익 

(the gross value of the products)의 1~4%, NPI 로열티는 영업이익(Net Profits form Operation)의 10~40% 

부과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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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2.2.주요국별 로열티 현황

Net Smelter Return (NSR) Royalty, 금속판매 금액(매출액) 기준은 특정 금속별 판매(금속)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루,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볼리비아, 중국 등의 국가가 해당된다. Net 

Profits Interest (NPI) Royalty는 수익기준 로열티 방식으로 매출-영업비용-판매비를 공제한 사업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하고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국가가 해당된다(표 2.5.2.22).

Countries Rate Basis

Argentina 3% minemouth value

Australia varies by state varierable rate

Bolivia 1~7% gross sales

Brazil 0.2~3% net sales

Canada varies by province varies by province

Chile n/a n/a

China P. R. 2% gross sales

Columbia 1~12% minemouth value

United States(all states) n/a n/a

Indonesia (45 or 55) U$ per ton production

Kazakhstan 2% gross sales

Mexico n/a n/a

Papua New Guinea 2% gross sales

Peru 1~3% gross sales

Poland 3%

South Africa n/a n/a

Zambia 2% NSR

자료: Global Mining Taxation Comparative Study C.S.M, March 2000

표 2.5.2.22  주요국가별 로열티 현황

2.5.2.3.2.3. 심해저 망간단괴 4대 금속 육상광업 로열티 제도 및 육상광산 사례연구

심해저 망간단괴 4대금속인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생산국 위주로 보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산(CAPEX 약 미화 80억불)이 최근 한국이 투자한 규모가 큰 광산으로 니켈, 코발트가 주 

생산물이다. 또한 페루, 칠레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DR.Congo(민주콩고공화국)는 세계 코발트 1위 생산국이고 

남아공은 망간 생산 2위 국가이다. 광업주요국의 로열티는 총매출액 1~6%로 산정하였다(표 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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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주요광종 로열티 로열티 산정방식

마다카스카르
니켈/

코발트
1%

총매출액 1%,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약 9조 규모)은 특
별법 적용으로 생산물(코발트 금속, 니켈 금속, 암모늄 
sulfate) 판매금액(매출액)의 1% 적용

페루 구리 1~3%
광물 총매출액 x%, ~6천만/y USD 1%, 6천만~12천만/y USD 

2%, 12천만USD/y 초과 3%

DR.Congo 코발트/ 동  6% 광물판매액의  6%, 콩고민주공화국(n˚007)

남아공 망간 2~4%
철광석·동·아연2%, 금 3%, 귀금속, 4%

광물판매액에 대해 x% 로열티 부과

칠레 구리 - -

표 2.5.2.23  광업주요국 로열티 현황

마다가스카르 LGIM (LoI pour les Grands Investissement Miniers) 광업로열티

LGIM은 2003년 제정된 광업 특별법으로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LGIM 제91조 광업로열티를 보면 소유권자의 최초 판매제품이 광업법 제117조에 명시된 

가공품에 해당될 경우, 소유권자는 마다가스카르 광업법에 의거한 광업 로열티에 대해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마다가스카르의 광업법 상 광업 로열티는 최종 매출액 2%이므로, LGIM 

세제 감면혜택을 적용할 경우 로열티는 최종 매출액의 1%(마다카스카르 LGIM, 광업로열티 제91조)이다. 

 마다가스카르 광업법 제117조를 보면 광업로열티는 현행 마다가스카르 광업법 상 최종 매출액의 2%를 

부과하며 이는 중앙정부 0.6% 및 지방정부 1.4%로 구분된다(표 2.5.2.24).

<사업개요> <주요연혁 및 현황>

◦ 위    치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동쪽 120㎞

◦ 지분현황 : 한국 27.5%(KORES 22.5%), 쉐릿社(캐)

              40%, 수미토모社(일) 27.5%,

             SNC-라발린社(캐) 5%

◦ 가채매장량 : 125백만톤(Ni 1.04%, Co 0.1%)

◦ 사업단계 : 생산단계

◦ 생    산 : 니켈 6만톤/년, 코발트 5.6천톤/년

◦ 투자액(2018.10월말) : 약 84억 U$

◦ 2006.10   개발권 취득 및 합작

            계약체결

◦ 2007.08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체결(총21억불)

◦ 2008.12   대부투자 계약 체결 

◦ 2010.12   건설공정율 87.5%

◦ 2013.     생산개시

표 2.5.2.24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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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광업로열티( 법률 No 28257의 제 8조)

페루 국회 상임위원회는 광업로열티 법률을 정하고 있다. 구리 광물의 경우 광물 총매출액 1~3%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시세로 정해지지 않는 광물은 광업로열티1%이고, 소규모 생산업체 및 수공 

광업은 0%이다(표 2.5.2.25).

<구리 광물의 경우 광물 총매출액에 따라 1~3%를 부과>

◦ 미화 6천만 달러/년 미만: 1%, 

◦ 미화 6천만 달러/-1억 2천만 달러/년: 2%

◦ 1억 2천만 달러/년 초과: 3% 

<국제시세로 정해지지 않는 광물: 1%>

<소규모 생산업체 및 수공 광업: 0%>

표 2.5.2.25  페루 광업로열티(법률 No 28257의 제8조)

DR. 콩고(민주콩고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은 2013년 이전, 광업로열티를 비철금속 2%, 귀금속 2.5%, 보석용 원석 4%, 산업광물은 

1%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 광업법 개정으로 광업로열티가 비철금속, 귀금속, 보석용 원석 및 산업광물 

모두 6%로 부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업로열티(2009년 광업법 개정)

광업로열티는 동, 철광석 및 아연 2%, 금 3%, 귀금속 4%, 다이아몬드 8%를 부과하고 있다(2009, 

한국수출입은행/외교통상부, Dept, Minerals & Energy).

칠레

칠레국의 추가소득세는 첫째, 칠레 비거주 법인 및 개인을 대상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에 추가소득세 

부과, 둘째, 세금환급은 연간 또는 월별 시행, 추가소득세는 연가 계상, 셋째, 배당액 및 해외송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배당부문은 기납부한 1종 소득세는 통합시스템에 65% 공제하지만 칠레와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은 100% 공제되며, 넷째, 추가소득세는 원천징수, 칠레 비거주자는 거래 

유형별 추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칠레국의 추가소득 원천 징수종류는 다양하지만 로열티의 경우 수익기준 로열티 방식으로 

매출-영업비용-판매비를 공제한 사업수익이 15~30%를 부과한다(표 2.5.2.26).

거래종류 세율

배당(Dividends) 35%

이자(Interest) 4~35%

로열티(Royalties) 15~30%

엔지니어링 및 기술지원 서비스 15~20%

그 외 35%

자료: 칠레 국세청

표 2.5.2.26  칠레 추가소득 원천징수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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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3.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로열티 모델

2.5.2.3.3.1.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한국광구 로열티 모델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한국광구 로열티 모델은 크게 두가지를 제안한다.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육상광산에 비하여 심해저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로열티 

산정방식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2.5.2.27). 

첫째, 심해저 로얄티 산정방식은 제품 매출액(the gross value of the products, NSR  Royalty)의 

0.5%까지로 산출한다. 심해저 지역에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초기(7년 이내, PBP)에는 ‘적게’ 매출액의 

0.1% 이하를 적용한다. 안정화 단계(7~30년)에서는 광물판매 매출액의 0.5%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한국광구 로열티 모델의 영향분석은 최대 로열티 수치인 제품 매출액의 0.5%를 

적용하였다.

둘째, 제품 매출액의 1.0% 까지로 산출한다. 심해저 지역에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초기(~7년, 

PBP)에는 ‘적게’ 매출액의 0.2% 이하를 적용한다. 안정화 단계(7~30년)에서는 즉, 광물판매 매출액의 

1.0%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한국광구 로열티 모델의 영향분석은 최대 로열티 수치인 

제품 매출액의 1.0%를 적용하였다.

셋째, NPI 로열티의 수익기준 로열티 방식으로 매출~영업비용~판매비를 공제한 사업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하고 영업이익(Net Profits form Operation) 10~15% 부과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기단계(~7년)에서 

이익금 10%, 안정화 단계(7~30년)에서 년 이익금 15%를 적용한다.

KDM MODEL 1 (Ad-Valorem system) Royalty

stage 1 생산시기(1~7년차, ramp up기간 제외) 0.1%

stage 2 생산시기(8~년차) 0.5%

KDM MODEL 2 (Ad-Valorem system) Royalty

stage 1 생산시기(1~7년차, ramp up기간 제외) 0.2%

stage 2 생산시기(8~년차) 1.0%

KDM MODEL 3 (Net Profits Interest(NPI) Royalty

stage 1 생산시기(1~7년차, ramp up기간 제외), 이익금의 10%

stage 2 생산시기(8~년차), 이익금의 15% 

표 2.5.2.27  한국 심해저 광업(KDM) 로열티 모델

위의 언급한 방식 중 심해저사업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기준 x%를 부과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심해저광업의 로얄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profit-based 로열티 

산출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이 창출될 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수익을 수년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한국 심해저 광업(KDM)의 로열티 모델과 MIT 및 

마다가스카르 Ambatoby 광산의  로열티와 비교하면, 3백만톤 생산과 할인율 8%, 최근 5년 거래 가격 평균 

시나리오일 경우임을 가정하였다. Ad-Valorem의 경우 로열티를 매출액의 0.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로열티 

revenue가 미화 52백만불이고 로열티를 매출액의 1.0%를 적용할 경우 로열티 revenue가 100백만불로 

나타났다. MIT 모델의 경우 로열티 revenue가 미화 85백만불, 104백만불로 나타났고 암바토비 광산의 

경우는 로열티 revenue가 미화 약 200백만불로 나타났다(표 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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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ofit-based Ad-Valorem Royalty revenue

KOREA 10%/15%
1안) 0.5% 52M

2안) 1.0% 104M

MIT 12%/18% 2%/4% 100M/ 85M

Ambatoby Mine ~ 1%/1% 200M

표 2.5.2.28  한국 심해저 광업(KDM), MIT 및 Ambatoby 로열티 모델 비교

2.5.2.3.3.2. 한국광구의 프로젝트 적정 할인율 검토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육상광산에 비하여 심해저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인율 적용 방법은 여러 가지 산출방식이 있으나 

그 동안 육상 광산에의 아래와 같은 적정할인율 산출방식 적용해 볼 때 ｢사전 F/S 단계｣는 20% 수준,  

｢기초조사단계｣는 25% 수준으로 각각 판단된다(표 2.5.2.29). 

◦ 사전 F/S 단계: 무위험 수익률 4.085% + 프로젝트 프레미엄 10.5% + 국가리스크5.65% = 20.235%

◦ 기초조사단계: 무위험 수익률 4.085% + 프로젝트 프레미엄 15.0% + 국가리스크5.65% = 24.735%

심해저 광업이 생산단계로 성숙된다면 적정할인율은 무위험 수익율 4.085%, 생산단계의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 6.0%, 국가리스크 중간값 5.63%를 적용하였을 때 15.71% 적용할 수 있다. 할인율 산정방식의 경우, 

현재 미국 국고채의 실질이자율은 4.085%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2~3%는 변화 될 수 있고 국가리스크 값도 

2~3% 변동될 수 있어, 할인율은 4~6%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ㆍ 적정할인율 = 무위험수익률 +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 + 국가리스크

ㆍ 무위험수익률(4.085%) : 미국 국고채의 실질이자율(2018. 10.31)

ㆍ 프로젝트 위험프리미엄(6.0~15%) : 사업 성숙단계별 위험률

구분 기초조사 사전 F/S F/S 개발 생산

프리미엄 15.0% 10.5% 8.8% 6.5% 6.0%

ㆍ 국가리스크(0~11.25%) : 사업소재국과 미국 국고채의 이자율 차이

표 2.5.2.29  적정할인율 및 사업 성숙단계별 위험 프리미엄

2.5.2.3.4. 로열티 부과에 따른 재무성 분석

2.5.2.3.4.1. 재무성 분석의 기본 가정

본 과업은 정밀 재무성분석이 목적이 아닌 로열티 부과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에 영향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거하여 개략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7년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2018년의 물가상승률과 신규 로열티를 부과하는 단순 분석 방법 수행(수송선 

용선 기준),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0%, 0.5%, 1.0%를 부과하였으며, 미래 광물예측치는 앞서 분석한 

2018년 광물가격동향과 2018년 기준 유수 광물연구기관의 미래광물예측치를 준용하였다. 재무성분석에 

적용된 할인율은 육상광업의 성숙단계에 적용하는 15%를 기본 할인률로 하였으며, 기초조사단계인 25%의 

할인율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로열티 부과를 위한 재무성분석은 최대한 비관적 예측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분석은 정밀 재무성분석이 아닌 로열티 부과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 결과라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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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4.2. 로열티가 재무적 타당성에 미치는 효과

기초조사단계의 재무성 검토

심해저 망간단괴의 기초조사단계인 현 시점에서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익성지수는 0.62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열티 지불액은 300만톤 기준으로 0.5%일 경우 

연간 87억원, 1%일 경우 연간 17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50만톤 기준으로는 각각 이의 절반 수준인 

43억원과 87억원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1%의 로열티 부과시 300만톤 생산 기준으로 수익성 지수는 0.03, 순현가기준으로 

700만달러(약 77억원), 내부수익률은 0.2%p 하락하였다. 사업종료시점까지 수익률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진출 여부 또는 로열티의 면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표 2.5.2.30).

구분 수익성지수(PI) NPV(백만달러) IRR(%)
로열티 지불액

(백만원)

300만톤 
기준

로열티 0%(A) 0.623 -527 12.99 -

로열티 0.5% 0.622 -530 12.89 8,650.9

로열티 1%(B) 0.620 -534 12.79 17,301.8

차이(A-B) 0.03 7 0.20p 17,301.8

150만톤 
기준

로열티 0%(A) 0.813 -322 10.01 -

로열티 0.5% 0.810 -327 9.92 4,325.4

로열티 1%(B) 0.808 -333 9.83 8,650.9

차이(A-B) 0.005 11 0.18p 8,650.9

표 2.5.2.30  할인율 25% 기준시 재무성 결과

생산 성숙단계

생산 성숙단계에는 할인율을 15% 적용하므로 300만톤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지수는 0.927까지 증가한다. 로열티를 1% 부과할 경우 수익성 지수는 0.06, 순현가는 2,000만달러, 

내부수익률은 0.2%p 각각 하락한다. 생산 성숙단계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에 근접하므로 금속가격의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1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로열티부과 시점도 금속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표 2.5.2.31).

구분 수익성지수(PI) NPV(백만달러) IRR(%) 로열티 지불액
(백만원)

300만톤 
기준

로열티 0%(A) 0.927 -219 12.99 -

로열티 0.5% 0.924 -229 12.89 8,650.9

로열티 1%(B) 0.921 -239 12.79 17,301.8

차이(A-B) 0.006 20 0.20p 17,301.8

150만톤 
기준

로열티 0%(A) 0.813 -322 10.01 -

로열티 0.5% 0.810 -327 9.92 4,325.4

로열티 1%(B) 0.808 -333 9.83 8,650.9

차이(A-B) 0.005 11 0.18p 8,650.9

표 2.5.2.31  할인율 15% 기준시 재무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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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2019년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평가

2.5.2.4.1. 심해저 4대 금속 국제가격 동향

2.5.2.4.1.1. 구리가격

2018년 연평균 구리 현물 가격은 6,549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 구리의 톤당 LME 가격은 

2011년에 8,821달러/톤 최고점을 기록한 후 수요 대체 현상이 발생하여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다. 2016년 

톤당 4천 달러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4/4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 수요증대와 수요완화 등 분석기관별 전기차 상용화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며 2019년 구리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표 2.5.2.32). 

전기동의 가격은 2002년만 하더라도 톤당 l,577.5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가격인 

1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유럽 재정위원회기로 인하여 중국과 선진국들의 구리 수요가 

감소하고 자연재해와 노동쟁의로 가행이 중단된 칠레 광산들 때문에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였다. 이후 

세계경기둔화와 중국 수요의 약화로 인하여 2016년에도 구리의 국제가격은 최저 가격을 갱신하여 톤당 

4,725.87달러를 보였다(표 2.5.2.33).

2018년엔 2014년 1월 이후 4년 만에 7,200달러/톤을 돌파하였다. 이는 공급차질과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주요 매크로 이슈로 구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내 구리 생산증가, 페루 공급차질 우려 완화가 하방압력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레벨다운된 

박스권내(USD 5,690~5,710선)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도

결제가격(단위: USD/톤)

평균 최고 최저

2009 5,149.74 5,456.38 4,855.38

2010 7,388.19 7,718.77 7,044.23

2011 8,820.99 10,120.50 6,811.00

2012 7,949.14 8,658.00 7,251.50

2013 7,337.37 8,049.27 6,892.98

2014 6,862.00 7,439.50 6,434.50

2015 5,492.93 6,448.00 4,515.50

2016 4,863.00 5,103.00 4,310.50

2017 6,190.54 7,216.00 5,496.00

2018 6,548.92 7,262,50 5,823.00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32  구리의 국제가격(LME price of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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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2022 LT

전망
기관

최고가 6,250.0 6,575.2 6,950.0 6,119.1 7,275.2

최저가 5,800.0 5,539.0 5,243.8 6,800.0 5,871.0

전망 기준가격 6,028.0 6,082.8 5,243.8 4,700.0 6,573.1

표 2.5.2.33  전망기관 최고·최저가 비교(단위: USD/톤)

 

2020년 구리가격의 향후 전망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전기자동차 상용시점에 따른 의견 차로 인해 ̀ 
2019년 최고가 대비 최저가 547.2USD/톤 편차를 유발하였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구리시장의 보수적 관점 

유지로 인해 10% 이상 가격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증가를 통한 재고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구리 공급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2021년까지의 중장기 가격상승 지속이 예상된다. 대다수의 분석기관이 수요증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중장기 

가격이 소폭 상향조정되었다. 

수요 측면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배선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3배 이상의 구리가 소비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상용화의 시기가 주요한 변수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칠레 Escondida 광산을 포함해서 칠레의 

대표적 광산들의 노후화, 저품위화 및 생산원가 상승이 중장기 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025년까지 Cobre Panama(파나마) 광산을 제외시 20만톤/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향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우드맥킨지, 2018)이다(표 2.5.2.34).

전방기관 기준일 2019 2020 2021 2022 LT

CIBC 2019.09.26 6,031.3 6,053.3 6,603.6 6,603.6 7,814.2

Market risk Advisory Co Ltd 2019.07.03 6,082.0 6,225.0 6,450.0 6,600.0

WoodMackenzie 2019 6,036.6 6,575.2 6,167.2 5,842.2 7,275.2

Fitch Solutions 2019.09.25 5,900.0 5,700.0 5,600.0

Commerzbank AG 2019.07.10 6,250.0 6,200.0

Citigroup Inc 2024.09.24 5,960.0

Societe Generable SA 2019.09.17 5,800.0 6,200.0 6,500.0 6,800.0

Intesa Sanpaolo SpA 2019.09.02 5,988.4 5,787.5 5,243.8 4,700.0

MPS Capital Service 2019.09.11 6,000.0

Capital Economics Ltd 2019.09.23 6,025.0 6,225.0 6,950.0

Westpac Banking Corp 2019.09.19 5,990.0 5,539.0 5,668.0

Bank of China International UK Ltd 2019.09.17 6,053.0

World Bank 2019.04.19 6,248.0 6,323.0 6,248.0 6,169.0 5,565.0

평균가격 6,028.0 6,082.8 6,158.9 6,119.1 6,884.8

표 2.5.2.34  기관별 구리 전망가격(단위: USD/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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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2. 니켈 가격

니켈은 전기자동차 수용증대 시점이 비철금속 시장의 뜨거운 감자이다. 2019년 주요 분석기관별로 

수요증가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나 우드맥킨지 등 일부기관의 니켈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은 2019년 

전분기 대비 8.5% 상향조정 전망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 사이클은 안착될 전망이다(표 2.5.2.35). 

주요국들의 공급차질 우려로 3분기 니켈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따라 비철시장은 하락세인 반면 니켈은 장중 USD 18,000를 돌파하였다. 수급차질은 인도네시아 니켈정광 

수출금지법이 확정되고 자국 에너지 자원보호 및 수익개선을 위해 2022년 시행예정인 광물수출규제 시행을 

2020년 1월로 앞당김에 따라 대규모 공급차질이 예상된다. 또 다른 수급차질은 필리핀 최대 고품위(니켈 

함유량 1.5% 이상) 광산 고갈 우려와 필리핀내 최대 매장량 지역(Tawi-Taw)내 위치한 고품위 니켈광석 

고갈 전망으로 對중국 수출물량이 월 30~40만톤 감소가 예상(KOMIS, 2019)된다(표 2.5.2.36).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된 원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스테인레스강 소비 증가에 따른 니켈 소비가 

증가하였고 니켈광 최대 생산국인 필리핀의 니켈광산 가행 중단, 러시아와 호주의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2년 톤당 6,771.8달러에서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톤당 37,108.1달러로 상승되었다. 니켈 가격은 2002년부터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추세로 나타났다. 국제 니켈 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톤당 14,0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영향이 완화되고 중국의 니켈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광업법 정책으로 니켈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함에 따라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톤당 16,867.1달러로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금 전년대비 30.0% 

하락하여 톤당 11,799.0달러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18.6% 하락하여 9,609.0달러로 하락하였다.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니켈은 전년도 톤당 9,609달러 대비 2017년 8% 가격이 상승하여 톤당 

10,411.35달러로 나타났다(표 2.5.2.37). 

연도 결제가격(단위: USD/톤)

2009 14,488.5

2010 21,679.9

2011 22,894.4

2012 17,532.8

2013 15,122.6

2014 16,867.1

2015 11,799.0

2016 9,609.0

2017 10,411.35

2018 13,122.27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35  니켈의 국제가격(LME price of ni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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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2020 2021 2022 LT

기관 기준가격 14,065.6 14,784.5 16,439.8 16,439.8 20,774.7

전망기관
최고가 17,000.0 19,879.7 26,045.7 26,045.7 26,453.4

최저가 11,963.0 11,400.0 13,207.1 13,207.1 15,096.0

표 2.5.2.36  니켈의 전망기관별 최고·최저가 비교(단위: USD/톤)

전방기관 기준일 2019 2020 2021 2022 LT

CIBC 2019.09.26 14,814.0 18,159.8 17,609.5 17,609.5 17,609.5

Market risk Advisory Co Ltd 2019.07.03 12,257.0 12,375.0 12,750.0 13,000.0

Wood Mackenzie 2019-3Q 14,291.3 16,696.3 18,577.0 20,893.6 19,765.7

Fitch Solutions 2019.09.25 13,550.0 14,500.0 15,000.0

Commerzbank AG 2019.07.10 12,600.0 13,400.0

Citigroup Inc 2019.09.24 14,605.0

Intesa Sanpaolo SpA 2019.09.02 14,537.3 16,500.0 15,750.0 15,000.0

MPS Capital Service 2019.09.11 12,500.0

Capital Economics Ltd 2019.09.23 14,500.0 15,300.0 15,200.0

Westpac Banking Corp 2019.09.19 14,529.0 16,041.0 16,551.0

Bank of China International UK Ltd 2019.07.17 12,500.0

World Bank 2019.04.19 12,399.0 12,968.0 13,107.0 13,237.0 14,309.0

평균가격 13,587.5 15,104.5 15,568.1 15,948.0 17,228.1

표 2.5.2.37  기관별 니켈 전망가격(단위: USD/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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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3. 코발트 가격

코발트의 가격은 2006~2008년 초까지 거의 상승하기만 했으나 그 후 경제 공황으로 인해, 2008년 

중순부터 2009년 중순까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0년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코발트 가격 역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초에 코발트 가격은 톤당 86,105.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는 급락하여 톤당 37,697.2달러로 전년대비 56.2% 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다시 시작된 코발트의 

가격하락은 2014년에 톤당 32,165.4달러로 잠시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2015년 다시금 전년대비 8.4% 

하락한 톤당 29,467.5달러로, 2016년 전년대비 13.1% 하락한 톤당 25,617.4달러로 나타났으나 2017년은 

전년대비 157.7% 급상승하여 톤당 66,018.00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발트의 가격은 

파운드당 35 달러 수준에 이른다. 코발트 가격 급상승은 2차 전지의 수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밧데리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2.5.2.38).

코발트의 시장동향을 보면, 중국의 코발트 가격추이(2018년 9월)를 볼때 코발트메탈(99.8%) 가격은 

480~490위안/㎏(USD 69.35~70.79)으로 하류산업 부문의 구매 수요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및 

거래자는 소폭 상승하였다. 코발트 파우더(99.5%) 가격은 520~535위안/㎏(USD 75.13~77.29)으로 나타났고 

미중무역분쟁 영향으로 중국 내 하류산업 부문 구매 수요는 20~30% 감소하여 전월 대비 30위안/㎏(USD 

4.33/㎏) 하락하였다. 코발트 시장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통신산업의 활황으로 코발트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수급의 불균형도 예상된다(표 2.5.2.39). 

세계 코발트 생산은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신규 코발트 대형광산의 개발은 없어 보이고 당분간 코발트의 활용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R콩고는 코발트 세금 인상으로 중국 생산자에게 제한적 영향을 주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코발트를 전략광물로 분류 Glencore, Chinamolybdenum, Randgold Resources 등 대형 생산업체에 대하여 

3.5%에서 10%로 세금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KOMIS, 2018).

연도 (USD/톤) (USD/lb)

2009 38,668.68 17.54

2010 45,414.76 20.60

2011 38,800.96 17.60

2012 30,555.76 13.86

2013 29,188.90 13.24

2014 32,165.11 14.59

2015 29,475.50 13.37

2016 25,617.45 11.62

2017 66,017.92 29.95

2018 73,033.57 33.14

주 : Cobalt min 99.8% - aerospace application(EU)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38  코발트의 국제가격(LME price of cob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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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2019 2020 2021 LT

기관 기준가격 88,160.00 79,344.00 79344.00 43,030.24 48,774.52

표 2.5.2.39  기관 평균가격 대비 전망기관(단위: USD/톤)

세계 코발트 수요 공급 전망에 의하면 2020년경에는 약 165,000톤의 코발트가 필요하며, 공급량은 현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4대광물(Co, Ni, Mn, Li)의 하나인 코발트의 장기적인 가격 예측을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확대에 따른 2차전지의 사용증가로 코발트 가격은 2019~2020년 파운드당 36달러 

달러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파운드당 22달러 수준으로 전망(Metal Bulletin/ 

KOMIS, 2018)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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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4. 망간 가격

망간 광석과 망간 합금철을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광석 생산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시장을 확보케하고, 

합금철 생산자에게는 경쟁 가격에 원료를 조달하도록 하는 자사판매를 증가시켰다. 

중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은 망간광석에 있어서 주요한 자유시장이나, 이 지역에서도 광석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합작이나 연합이 일반화되었다. 

망간 제품에 있어서는 거래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망간과 관련된 선물거래도 없다. 망간제품 가격은 

2015년 말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통 무역업자를 통한 망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요인은 주요 항구 망간재고 감소, 프리미엄급 망간재고 부족, 수입망간원광 내수가격 상승으로 분석된다. 

망간 소비는 크게 보면 조강 생산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최대 철광 소비국인 

중국의 중국내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증가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망간의 국제가격을 보면 망간괴는 2016년 톤당 1,781.40달러 대비 10.5% 상승한 톤당 

1,967.69달러, 페로망간의 경우 전년대비 31.7% 상승한 톤당 1,431.0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페로망간괴는 톤당 

1,577.26달러로 전년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2.40).

연도
망간괴(전해망간)

(USD/톤)
페로망간
(USD/톤)

실리코망간
(USD/톤)

2008 3,773.5 2,457.3 2,237.9

2009 2,545.1 1,465.9 1,102.4

2010 2,958.4 1,720.5 1,414.0

2011 3,368.3 1,707.6 1,326.1

2012 2,839.4 1,591.8 1,392.1

2013 2,316.7 1,453.1 1,400.2

2014 2,240.2 1,430.2 1,278.7

2015 1,793.4 1,187.9 875.0

2016 1,781.4 1,086.5 N.A.

2017 1,967.69 1,431.18 N.A.

2018 2,491.43 1,577.26 N.A.

자료: Platt's Metals Week, 자료원: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표 2.5.2.40  망간의 국제가격

망간 제품에 있어서는 거래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망간과 관련된 선물거래도 없다. 망간제품 가격은 

2015년 말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통 무역업자를 통한 망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요인은 주요 항구 망간재고 감소, 프리미엄급 망간재고 부족, 수입망간원광 내수가격 상승으로 

분석된다. 

망간 소비는 크게 보면 조강 생산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최대 철광 소비국인 

중국의 중국내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증가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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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망간의 국제가격을 보면 망간괴는 2016년 톤당 1,781.40달러 대비 10.5% 상승한 톤당 

1,967.69달러, 페로망간의 경우 전년대비 31.7% 상승한 톤당 1,431.0달러로 나타났다. 2018년 페로망간괴는 

톤당 1,577.26달러로 전년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4.1.5.  2021년 망간단괴 개발 타당성평가

삼일회계법인에서는 2021년 경제성을 평가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는 2017년 경제성과 비교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법론 및 기본가정

PwC의 경제성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단계 상 

Preliminary Economic Assessment (PEA) 수준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타당성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국가전체(사회)적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타당성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원부문 주식시장이 활발한 캐나다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Preliminary Economic Assessment (PEA), Pre-feasibility Study (PFS), Feasibility Study (FS)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PEA 단계의 신뢰할만한 분석은 없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을 가치평가의 기본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각종 비용 추정에 있어 KIOST의 기존 

경제성 평가 보고서, 유사 경제성 보고서, 동종업종 데이터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사업 초기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 지출되는 비용부터 상업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의 모든 현금흐름을 조망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타당성 평가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경제성 검토는 2021.1.1일을 분석 기준일로 하였으며, 분석기준일 현재의 물가수준 및 

광물가격(2021.4.1일 가격 적용)을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1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가변성을 배제하고자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금속산업의 개발 단계 시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은 14% 수준(캐나다 광업 경제학 협회 자료 참고) 이며, 심해저의 추가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상업 생산 개시 이후 생산량 도달률은 Manulty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기술 상용화 이전 및 실규모의 

pilot test가 불완전하게 수행된 경우(Series 2)의 도달률을 적용하였다. 한국 및 채광지역의 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은 25%, Royalty율은 2.5%를 적용하였다. 

망간단괴의 경제성 분석

◇‘17년 경제성 분석 대비, 투자금 회수기간은 22년에서 11년으로, IRR은 0.8% 에서 9.8%로 증가함. 

망간단괴에 포함되어 있는 망간 및 니켈의 가격 증가에 기인함

망간단괴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준비 기간은 3년, 상업생산 20년, 연간 

300만톤(건톤 기준)을 채광하고 원광 국내 운반 후 최종 광물 생산을 가정하였다. 채광기 운영은 연간 

150만톤(건톤 기준)을 생산량으로 하는 채광선, 채광기 및 양광시스템 2기 운영을 통하여 연간 

300만톤(건톤 기준) 생산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총 수송선 7대를 활용하여 정광단계로 국내 운송을 

가정하였다. 추출광물대상은 구리, 니켈, 코발트 및 망간슬래그를 추출하는 4metal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제련을 수행하며, 추출된 망간슬래그는 페로망간 제조업체에 톤 당 215US$로 매광을 

가정하였다. 망간단괴의 경제성 평가 결과, 2017년 경제성 분석 대비, 투자금 회수기간은 22년에서 

11년으로, IRR은 0.8%에서 9.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망간단괴에 포함되어 있는 망간 및 

니켈의 가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광 및 제련에 따른 회수율을 고려한 후의 망간단괴 톤 

당(건톤 기준) 가치는 431US$로(선광 및 제련 시 회수율 감안), 연간 1,294백만US$의 매출이 

발생한다(그림, 2.5.2.2, 표 2.5.2.41, 2.5.2.42).



- 432 -

구분(천US$) 2017 2021 Var

 연간매출

   니켈 325,315 527,262 201,947

   망간슬러그 276,360 378,885 102,525

   구리 150,777 209,408 58,631

   코발트 184,130 178,176 (5,954)

   Total 936,582 1,293,731 357,149

   Revenue/Ton(US$) 312 431 119

표 2.5.2.41  망간단괴 톤당 연매출 추정(광물별 구성 내역)

구분(천US$)
최종생산비율

(%)

생산량

(Ton)

Price 2017

(US$/Ton)

Price 2021

(US$/Ton)

 망간단괴

   니켈 1.06 31,878 10,205 16,540

   망간슬러그 58.75 1,762,500 157 215

   구리 0.90 27,050 5,574 7,742

   코발트 0.19 5,568 33,069 32,000

표 2.5.2.42  광물별 생산내역(망간단괴 연 3백만톤 채굴 가정)

구 분 2017 2021년 Ÿ 광물 가격 상승(망간 37%, 니켈 65%)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총수익이 17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

Ÿ 총 CAPEX는 US$ 2,986M으로 17년 평가시
보다 14.5%증가 

Ÿ 총 OPEX는 US$ 612M으로 2%하락

Payback Period 22 11

IRR 0.8% 9.8%

NPV(US$ inm) $(1,399.4) S(711.3)

그림 2.5.2.2  현금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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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의 기수행 경제성 보고서, 동종업종 사업보고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CAPEX 투자액을 추정한 결과 

2,986`백만US$로 예상된다. 탐사부문 CAPEX(208백만US$)는 이사부호급 탐사선 2대의 건조비으로 

추정하였다. 탐사는 연중 진행되므로 용선보다 직접 건조를 가정하였다. 채광부문은 

채광선/집광∙양광시스템 각 1대가 1조가 되어 채광 진행을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채광기 CAPEX 산정의 

참고자료 중 KIOST 망간단괴 보고서, 독일 경제성 보고서 및 국제해저기구 보고서 중 이탈 값으로 보이는 

국제해저기구 보고서는 제외하였다. 수송부문은 Clarkson Research 참조하여, 선박가격을 17년 대비 21년 

시장가격으로 업데이트하여 추정하였으며, PANAMAX 급 수송선 7대 매입 가정(수송최적화)하였다. 추정 시 

토지는 국내 제련 업체 소재지(동해, 광양, 온산)을 공시지가 고려하여(90만m2) 추정하였다. 특히 온산의 

공시지가 크게 상승(2017년 196천원/m2, 2021년 591천원/m2)하여 CAPEX가 크게 상승하였다. 건물 및 

시설의 경우 벤치마크 기업의 제련 시설 CAPEX 규모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독일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의 경제성분석 보고서, KIOST의 기수행 경제성 보고서, 동종업종 사업보고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간 300만톤(건톤 기준) 생산 시 OPEX를 추정한 결과 611백만US$로 예상된다. 탐사부문 

OPEX(25,879천US$)는 KIOST 망간단괴 보고서 상 탐상선 운용비용 준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다. 채광부문 중 수선비는 CAPEX 대비 수선비 규모 약 2.3%(KIOST 보고서, 독일 

경제성보고서, Solwara1보고서상 평균치)비율로 추정하였으며, 연료비는 2017대비 유가하락(MFO, 약 

12%)으로 OPEX 감소로 추정하였다. 인건비는 Solwara1 보고서상 연구인력 급여수준 준용, 물가상승률 

반영채광부문 OPEX(95,974천US$)는 대규모 CAPEX 투자에 따른 수선유지비 23,235천US$, 연료비 

29,799천US$, 인건비 39,333천US$ 및 기타비용 3,607천US$로 추정하였다. 수송부문 인건비는 

선박자동화로 인한 승선인원이 감소하였다. Universal Cargo에 따르면 PANAMAX급은 20~30명 인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하는 바, 평가 시는 25명으로 반영(17년 대당 35명)하였으며, 항만운영료는 KIOST 

보고서상 항만운영료에 물가상승률 반영하였다. 제련부문 OPEX(431,779천US$)는 재료비 62,769천US$, 

전력수도비 213,585천US$, 수선유지비 32,323천US$, 인건비 41,852천US$ 및 기타비용 72,054천US$로 

추정하였다(표 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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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천US$) 2017 2021 Var 기존 대비 변경된 가정(*)

탐사 196,394 208,264 11,870

채광 1,003,827 1,147,575 143,747

채광선 763,359 809,497 46,138

집광시스템 49,591 42,853 (6,738) 국제해저기구의 집광기가격을 CAPEX 추정에서 제외

양광시스템 190,877 295,225 104,348

수송 329,450 339,847 10,397

수송선 180,600 182,000 1,400 2021년 기준 선박가격 반영

항만시설 148,850 157,847 8,997

제련 1,076,922 1,289,938 213,016

토지 118,106 273,178 155,072 토지가격 상승분 반영(특히, 온산상승폭 큼)

건물 67,665 71,748 4,083

제련설비 및 공장 891,151 945,012 53,861

Total 2,606,593 2,985,624 379,030

Ton당 CAPEX(US$) 869 995 126

(*) 기본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물가상승효과 반영

표 2.5.2.43  생산 단계별 CAPEX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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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천US$) 2017 2021 Var 기존 대비 변경된 가정(*)

탐사 24,404 25,879 1,475 

채광 95,974 102,975 7,001 

수선비 23,235 26,562 3,327 

연료비 29,799 25,807 (3,992)  유가하락 반영

인건비 39,333 45,358 6,025 

기타 3,607 5,248 1,641 

수송 69,749 60,071 (9,678)

수선비 5,174 5,366 192  

연료비 31,866 28,123 (3,743)  유가하락 반영

인건비 18,326 12,163 (6,163)  선박자동화 등으로 승선인원 감소

항만운영료 10,850 11,506 656  물가상승률 반영

기타 3,533 2,913 (620)

제련 431,779 422,583 (9,196)

재료비 79,691 62,769 (16,922)  제련에 사용되는 재료 가격 하락

전력수도비 224,066 213,585 (10,481)  Kw당 전력비 하락

수선비 24,804 32,323 7,519 

인건비 37,048 41,852 4,804 

기타 66,170 72,054 5,884 

Total 621,906 611,508 (10,398)

Ton당 OPEX(US$) 207 204 3

(*) 기본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인건비 등 물가상승효과 반영

표 2.5.2.44  생산 단계별 OPEX 추정

망간단괴의 IRR  및 NPV 민감도 분석 결과 광물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기술발

전 가능성에 따라 CAPEX 및 OPEX 절감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표 2.5.2.44, 그림 2.5.2.3,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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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광물 가격 현재 대비 20% 증가 시IRR은 

14.7%까지 증가하나, 20% 감소할 경우 

3.4%까지 감소

Ÿ 현재 형성된 광물(특히 니켈~전체 

Sales의 41%)가격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

Ÿ CAPEX(7.6~12.6%) 및 OPEX(6.7~12.6%)

의 영향도 유의미한 영향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2.3 주요 Factor 변동에 따른 IRR 변동.

백만US$
CAPEX

10% 절감 As-is 10% 증가

WACC

10% 209.2 (35.1) (279.3)

15% (495.2) (711.3) (927.3)

20% (829.1) (1,023.9) (1,218.7)

Ÿ 광물 가격 현재 대비 21% 증가 시‘0’

의 NPV 달성

Ÿ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 높은 할인율 

적용

Ÿ 제련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CAPEX 투입

이 상대적으로 높음

Ÿ 이후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CAPEX및 OPEX 절감 효과에 대한 계량화 

필요

그림 2.5.2.4  NPV 분석 – 광물가격 변동 및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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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업개발전략 수립

2.5.3.1. 심해저 망간단괴 비즈니스 모델 (2019년)

2.5.3.1.1. 망간단괴 비즈니스 모델 검토

2.5.3.1.1.1. 심해저 망간단괴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External facotrs) 및 각 요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은 사업 지속력(Sustainability)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망간단괴 사업화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장기적, 단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대부분의 주요 요인이 개별 국가에 

종속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설계할 때 참여 기업을 

국내기업에 한정하여 고려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여건에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외기업을 사업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

2.5.3.1.1.2. 가치 클러스터(Value cluster)

가치 클러스트는 고품질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혁신적인 해양 자원기술의 개발 및 공급, 글로벌 

자원생산 네트워크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고품질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계 시장 분석 및 

기업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광물시장은 성숙기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차별화된 광물제품을 국내/해외 광물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그림 2.5.3.1). 

두 번째 혁신적인 해양 자원기술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사업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광물제품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개발기술을 상품화하여 기술시장에 공급

세 번째 글로벌 자원생산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한바 현재와 미래의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자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2.5.3.1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가치창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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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1.3. 국제협력 네트웍 구축과 최적화 사업모델

한국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Capital-intensive) 구조로 전환 중이므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생산 및 

관련된 전 공정을 국내에 구축시, 중장기적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환경/산업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망간단괴 사업에 내재된 또 다른 잠재적 특성은 거대한 

초기투자 자본과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대단위의 설비 인프라를 요구하는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위험요소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각 공정의 비용최적화(Cost 

optimization)가 가능한 경제단체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산업에 내제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생산지에 근접한 개발도상국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제련 플랜트 및 물류 등의 공정 프로세스는 전략적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과 

수익을 최적화 하는 솔루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그림 2.5.3.2). 

그림 2.5.3.2  국제협력 네트웍 구축 효과.

다양한 수익모델(Revenue Model)의 개발은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의 

Viability를 증진시키며, 사업참여자 및 투자자의 참여의지를 증진시킨다. 심해저 망간단괴 생산산업의 

잠재적인 수익모델로서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천연자원 생산 및 판매사업 이외에, 개발된 심해저 

자원개발 관련 기술 마켓팅 및 기술 이전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술매매 또는 기술이전 사업을 위주로 하는 지식사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산업이다. 점차적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식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국의 경제위상을 고려할 때, 

확보된 심해저 자원개발 관련기술 마케팅 및 기술이전은 심해저 망간단괴 산업의 또 다른 수익모델로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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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1.4. 경쟁세력 모델에 의한 경쟁 구도 분석

Havard Business School의 Michale Porter에 의해 고안된 경쟁세력 모델(Competitive Forces Model)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기업의 경쟁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경쟁세력 모델은 기업과 경쟁산업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5가지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산업 

주변환경의 역학적인 구도를 도출한 것으로, 잠재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대상 기업의 매력도(Attractiveness)와 

사업 지속력(Sustain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 경쟁세력 모델의 5가지 플레이어는 

경쟁산업, 수요자, 공급자, 대체산업, 그리고 신규 진입자 등이며, 이들 플레이어들이 심해저 망간단괴 

사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망간단괴 사업의 산업내 경쟁적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그림 2.5.3.3). 

그림 2.5.3.3  경쟁세력 모델(Competitive Forces model).

2.5.3.2. 상업개발 전략 수립(2021년)

상업화를 위한 경제성, 기술, 법률 및 자본력이 구비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은 2030년에서 2042년 사이에 

동 요건을 구비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광종별로 준비기, 개화기 및 성장기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5.3.2.1.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

상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기술, 법률 및 자본력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이 

모두 충족 되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2030년에서 

2042년 사이에 필수요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채광량이 확보되어야 

하며(망간단괴, 열수광산), 망간각의 경우 희토류를 제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광종 가격의 경우 현재대비 약 20%의 가치 상승 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물가격 추이를 고려 시 

30~42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CAPEX 및 OPEX 절감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유가하락 

및 기술개발로 인한 CAPEX 절감이 필요하다(그림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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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4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 및 개발시점.

2.5.3.2.2. 상업화를 위한 경제성 조건

망간단괴는 충분한 매장량을 토대로 목표 채광량을 상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상업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충분한 채광량 확보를 위해서 현 300만톤 채광량 대비 

연간 500만톤의 채광이 가능하도록 CAPEX 투자가 필요하다. 

광종 가격의 경우 망간단괴의 주 구성요소인 니켈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2030년 

목표단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광물가격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술개발로 CAPEX 및 OPEX 절감을 통한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그림 2.5.3.5).

그림 2.5.3.5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경제성) - 망간단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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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3. 상업화를 위한 기술요건

상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기술 관련, 국내 망간단괴 기술력은 상업화에 근접한 수준이나 해저열수

광상/망간각 상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그림 

2.5.3.6).

       

그림 2.5.3.6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기술).

2.5.3.2.4. 상업화를 위한 법률요건

심해광물 개발의 핵심인 개발권 확보를 위해 탐사권 유지 등 상업화 시점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의 일원으로 채광 및 환경 법률 제정에 한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탐사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 개발규칙 제정에 적극 

개입하여 First Mover/Fast Follower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도록 유도(일정기간 로열티 

감면 등)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문에서는 환경보존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고려된 환경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2.5.3.7).

      

그림 2.5.3.7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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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5. 상업화를 위한 자본력 및 최적모델

The Metals Company와 GSR은 민간업체, 사모펀드 및 모회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상업화를 

위해서는 국내 역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망간단괴(4,732백만USD), 

해저열수광산(514백만USD) 및 망간각(1,893백만USD) DP 대규모 CAPEX 투자가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 및 

산학연 통해 자금확보가 필요하다(그림 2.5.3.8).

    

그림 2.5.3.8  상업화를 위한 필수요건(자본력, 최적모델).

2.5.3.2.6. 상업화를 위한 Roadmap 및 사업전략 수립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화는 준비기, 개화기 및 성장기를 거치며 이루어질 전망이며, 대한민국은 Fast 

Follower로서 1st Mover의 상업화後 기술 개발 및 차용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2.5.3.9).  

  

그림 2.5.3.9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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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채광량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매장량 평

가가 완료된 망간단괴 및 해저열수광상이 상대적으로 먼저 상업화 준비가 예정될 것이다(그림 2.5.3.10).

   

그림 2.5.3.10  시장 단계별 사업전략(준비기).

개화기에는 망간단괴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기술(First Mover, 他 Fast Follower)을 도입하여 

상업화하고,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은 First Mover(일본 가능성 高)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상업화를 해야 

할 것이다(그림 2.5.3.11).

  

그림 2.5.3.11 시장 단계별 사업전략(개화기).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점유율 확대를 지원하여, 양적∙질적 성장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도모(3개 광종 공통)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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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12  시장 단계별 사업전략(성장기).

매출은 작지만 수익률이 높은 해저열수광상을 처음으로 상업화 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망간단괴와 망간각의 

경우 Fast Follower들의 상업화 시기에 맞춰 시점을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그림 2.5.3.13).

그림 2.5.3.13  광물별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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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민간기업 투자참여 유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투자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국가 주도의 R&D 사업으로서 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민간기업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동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심해협 회원사를 비롯한 망간단괴 개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 및 기업이 

원하는 사업 운영 형태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적절한 사업 운영 형태 등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5.4.1. 제1차 설문 주요 내용(2017년 3월)

2.5.4.1.1. 기업 대상 설문

먼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기업의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참여경험 여부와 탐사, 

채광, 제련 등 해양광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전문 기술분야를 질문하였다. 망간단괴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동 사업은 이미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할당 받은 태평양 C-C Zone 

광구의 경제성 있는 광량이 확인된 상태이며 향후 상업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이 이러한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와 관련하여, 만일 참여의사가 있다면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구 확보, 

기업의 장기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사업 발굴,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기술의 이전 및 응용기술 활용, 

해양광물자원 개발분야 선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만일 기업들이 

참여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바, 세계경제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재정 부족, 기술개발과 재정마련 및 성공사례 부재 등으로 인한 

심해저 사업의 불확실성, 투자금의 단기간 내 회수 곤란, 사업이 아직 상업개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 등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참여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참여기업에 대한 특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업 참여 

관련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러한 인센티브의 예로서 사업실패시 투자원금에 대한 

일부보전 등 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보증, 조세특례법 상의 감면 외에 추가 감면 등 투자액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기술료 감면 등의 탐사·채광·제련 기술이전 혜택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사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 대비하여, 참여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그러한 정보의 예로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구의 광체 및 광량 데이터,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목록, 국외 선진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만일 사업의 불확실성 또는 기업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투자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과 같이 정부 예산을 통한 융자계정 마련 방안, 선박펀드와 같이 

펀드를 모집하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참여의사와 

함께 투자규모를 100억 원 이하, 100~30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망간단괴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각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심해저 사업이 2013년 수심 1,000m 

실해역에서의 시험채광 후 2015년까지 상업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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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망간단괴가 상업생산 되는 시기는 2023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해역 시험채광 준비단계(2013년), 상업생산 기술개발단계(2014~2015년), 상업생산 

준비단계(2016년 이후) 중 어느 단계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망간단괴 개발로부터의 

손익분기점을 상업생산 개시로부터 몇 년으로 기대하는지, 상업생산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기술개발, 국제 광물가격, 투자비용의 규모, 국제해저기구의 개발규칙 및 이에 따른 개발여건변화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망간단괴 사업의 향후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2015년까지는 정부 주도의 국가 R&D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정부주도, 정부와 기업의 공동주도, 또는 민간기업 주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만일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업생산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술개발 단계시 참여했던 기업만으로 구성할지, 

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투자한 국내기업으로 구성할지, 또는 기술개발 참여나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물었다.

2.5.4.1.2. 전문가 대상 설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정부정책의 미흡, 관련 예산의 부족, 

상업화 기술개발의 부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소극적 태도 중 무엇 때문인지 

질문하였다. 

망간단괴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참여 희망 이유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구 확보 등,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재정 부족 등 민간기업 대상 

설문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특히 망간단괴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의 가시적 성과 및 실용화 보장 등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R&D 단계 종료 후 적절한 사업 운영형태로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와 정부 및 민간기업의 공동주도 

형태 중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만일 정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가칭)해양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 설정, 지식경제부(현 산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과 같은 정부 예산을 통한 융자계정 마련, 선박펀드 등과 같은 펀드를 

모집하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 등 어떠한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더불어 그러한 

답변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청하였다.

2.5.4.2. 설문 결과

2.5.4.2.1. 기업 대상 설문 결과

심해저 자원개발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12개 기업과 기타 심해저 자원개발 관련 14개 기업, 총 26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육상에서의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는 11명으로 58%, 참여 경험이 없는 

자는 15명인 43%로 나타났으며, 설문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육상광상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탐사, 채광, 제련, 운송 및 판매 중 응답자의 전문 기술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36.4%를 차지하는 12명이 채광 관련 기술분야라고 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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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기타(해양 지질조사, 환경평가 등)가 18.18%, 운송 및 판매가 12.12%, 제련이 9.10% 순이었다.

현재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구의 경제성 있는 광량이 확인된 상태이며 향후에는 

상업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정보를 주고, 응답자가 사전에 이러한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88.46%인 23명이 알고 있었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심해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의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61.54%에 달하는 

16명이 참여의사가 없다고 답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참여의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61%인 

9명이었다.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장기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 

사업 발굴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4.55%인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양광물자원 개발 분야 

선도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36.36%인 4명,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기술의 이전 및 응용기술 활용이 9.09%인 

1명이었으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구 확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참여의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1.25%인 5명이 기술개발, 재정마련 및 성공사례 부재 등으로 인한 

심해저 사업의 불확실성을 꼽았으며, 그 밖에 세계 경제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재정 부족, 투자금의 

단기간 내 회수 곤란, 아직 상업개발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3명씩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영활로 개척 및 신성장 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는 있지만, 심해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만일 기업이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인센티브로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3.84%인 14명이 사업실패시 투자원금에 대한 일부 보전 등 투자리스크에 대한 정부 

보증이라고 답하였으며, 조세특례법 상의 감면 외에 추가 감면 등 투자액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기술료 감면 등 

탐사·채광·제련 기술이전 혜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5명씩으로 19.23%씩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절반 이상의 기업이 사업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적 보증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29.73%)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광구의 광체 및 광량 데이터(27.03%), 국외 선진사례(21.62%), 참여의사를 표시한 기업 목록(13.51%) 

순이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정보 간의 응답차가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심해저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R&D 단계 종료후 정부가 상업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65.38%를 차지하는 17명이 참여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점은 사업의 투자리스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에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참여의사를 나타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규모를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5%인 6명이 

100억원 이하라고 답하여, 만일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다 해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 25%를 차지하는 2명이 100~200억 원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상업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망간단괴가 상업생산 되는 시기는 2023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어느 단계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65.39%를 차지하는 17명이 

2016년 상업생산 준비 개시 단계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 2013년 실해역 시험채광 준비 단계라고 답한 응답자가 

15.38%인 4명, 2014~2015년 상업생산 기술개발 단계라고 답한 응답자가 7.69%인 2명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상업생산 기술확보가 최소 50% 이상 이루어지는 시점, 상업생산에 대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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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2020년경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예상대로 2023년부터 심해저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이 시작될 경우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상업생산 

개시로부터 몇 년 이내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34.62%를 차지하는 9명이 5년 이내라고 답하였으며, 

23.08%인 6명이 7년 이내, 15.38%인 4명이 각각 3년 이내, 10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사업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0년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 사업으로부터 이익 회수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해저 망간단괴 사업의 상업생산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2.31%인 11명이 기술개발을, 38.46%인 10명이 국제 광물가격을 꼽았으며, 투자비용 규모와 국제해저기구의 

개발규칙 및 이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명씩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기업들도 망간단괴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 광물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현재 

계획대로 망간단괴 상업생산이 개시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이 이처럼 계획된 

일정대로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불안감을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사업의 운영형태는 기업주도, 정부주도 또는 정부와 기업의 합작 등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 42.31%를 차지하는 11명이 민간기업과 정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협력추진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으로 

38.4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답변의 이유로서 첫째, 아직 이 사업의 위험성이 크고, 둘째, 정부 주도 하에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사업추진력과 상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셋째, 인류 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자원을 정부가 관리하여야 기업들이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지 않고 환경보호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가질 수 있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 의견을 통해 이 사업이 민간기업의 주도로 추진되기에는 아직 무리이며, 기업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는 심해저 자원개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주도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4.2.2. 전문가 대상 설문 결과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32%인 8명,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48%인 12명,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20%인 5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것은 상업화 기술개발의 부진이었으며, 그 밖에도 관련 예산 부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역시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8%인 12명이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응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망간단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만일 사업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0%에 달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재정마련 및 성공사례 부재 등으로 인한 심해저 사업의 불확실성이라고 답하여, 사업 

불참 이유 역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6%인 15명이 투자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투자액에 상응하는 

세제혜택(24%), 망간단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료 감면 등의 기술이전 혜택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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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에 대해 기업에게 제공되어야 할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9.29%),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구의 

광체 및 광량 데이터(25%), 국외 선진 사례(19.64%0, 참여의사를 표시한 기업의 목록(12.5%) 순이었다.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망간단괴 상업생산 개시 일정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이 사업의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2%인 13명이 2014~2015년 상업생산 기술개발 단계라고 답하였으며, 

2016년 이후 상업생산 준비 단계라고 답한 응답자도 10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기업의 참여시기를 최소 2014년 이후 상업생산 기술개발 단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기업의 경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데 반해, 전문가들은 

52%인 13명이 기술개발의 가시적 성과 및 실용화 보장이라고 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통해 기업은 재정적인 지원을,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을 사업참여 유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상업생산이 개시될 경우 손익분기점은 5년 이내로 기업과 전문가의 응답이 일치하였으나, 상업생산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꼽은 데 반해 전문가들은 52%인 13명이 

국제 광물가격을 꼽았다. 

한편, 2015년 R&D 단계 종료 후 사업의 추진 형태로서 민간기업과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참여 필요성은 기업과 

전문가가 동일하게 피력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부~기업 공동추진 형태는 해양광물자원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 설정이 14명으로 56%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도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의 리스크가 매우 크고 광물가격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 기술개발의 불확정성, 

투자자본 회수의 장기성, 불확실한 수익성을 고려하면 민간기업의 단독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광물 확보 측면에서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개화기 후 본격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개화기 이전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성장기 이후에는 민영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5.4.3. 삼일 회계법인의 설문조사

민간기업 투자 참여 유치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 등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하였는 바, 현재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이 가시적이지 않음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망간단괴 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친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준비기는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은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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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는 정부가 민간 보조하에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은 본격적인 상업화 준비를 시작하는 방안

◦ 성장기에는 민간이 본격적인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이와 같이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 유치를 위해 설문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은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해저 광물자원 

사업이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주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민간기업은 

상업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후에 개발권을 이전받는 것이 유지비나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사업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투자 

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법이 

제정되었을 때 민간기업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참여의지를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 2.5.4.1).

그림 2.5.4.1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최적 사업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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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6.1.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2.6.1.1.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2016년 11월중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심해협) 회원사들과 삼일회계법인 등 심해저 자원개발에 관심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협회로의 전환 필요성, 협회로의 

전환절차와 방법, 협회로의 전환 시점 등에 관한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그림 2.6.1.1). 

현재 협의체(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중인 심해협을 협회(사단법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기인들의 

총회 개최, 정관 심의 및 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협회(사단법인)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심해 자원 개발의 실질적인 착수에 임박하여 법률에 따른 권리능력을 지닌 

법인격체로써 활동하며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회원사간 정보교류를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정책적‧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개발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관련 조직들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가가 점차 

회복하고 광물 가격도 회복되고 있고, 정부 역시 2017년부터 특별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원개발 

분야에서 다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심해저 자원개발의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태이며, 협회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가 성립되어 투자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협회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심해협 회원사들과 관심업체들은 정부가 2018년까지 심해저자원개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고, 또한 노틸러스사나 일본 등 국제적으로도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생산을 위한 활동이 2018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국내입법 진행상황과 국제동향을 보고 2018년 

정도에 다시 협회 설립을 논의해야 했으나 심해저 광물자원 관련 국내입법이 통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협회로의 전환이 힘든 상황이라 현행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국내입법의 

완료나 상업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협회설립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는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본 과업기간 수행된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는 

세미나와 운영관련 논의를 같이 했는 바, 2017년 11월 2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본원) 온누리 회의실에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① 심해저자원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추진현황과 ②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운영 관련 토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는 바, 다음과 같다. 

1) 법안에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법적 내용이 있는지? 법안은 주로 제도적인 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제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 주고 의무를 나누는 

보증인의 역할 등

2) 수익의 주체는 기업인데, 보증국이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기업간 

합작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가? 해외자본이 50% 미만인 경우 한국이 보증국이므로 

국내법을 적용하면 되고, 타 정부가 보증국인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

3) 민간 사업자에게는 환경영향 평가나 저감에 대한 비용에 대해 부담이 크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4) 이번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미 광구계약 시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정부에게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와주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음

5) 심해저 사업단 설립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역할을 사업단이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정부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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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해저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산하 부처로 존재하는 

것 보다 독립적인 법인화를 할 여지를 남겨 둠. 초기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수익을 내는 

법인으로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다만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정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있음 

그림 2.6.1.1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세미나 및 운영관련 논의 장면.

2018년도에는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및 기술세미나를 11.27일 오후 3시~18시,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원자력연구원, KOC, K-Offshore, 대양전기공업(7개 회원사 17인 참석)이 참석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도 결산 내역 보고, 임원 선출(안), 운영위원사 선출(안), 비활동 회원사의 지위, 신규 회원사 유치 

및 회원사 범위 확대, 회비 납부 및 상향(안)과 함께 기술세미나 에서는 심해저활동 지원 관련 국내법 제정 

동향/ 양희철 소장(해양정책연구소), 국제해저기구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동향 / 박성욱 박사 (해양법 제도 

연구실),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관련 국제동향/ 정현수 팀장(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수행하였다(그림 2.6.1.2).

     

<회원사 소개> <회장사 인사말> <2018 정기총회>

<세미나 주제1 발표> <세미나 주제2 발표> <세미나 주제3 발표>

그림 2.6.1.2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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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및 기술세미나를 2019.7.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회의실 2(부산 

본원 행정동 8층)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KOC(Korea Offshore Company), 퍼스텍 등이 참석하였다.

기술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원료 핵심광물의 확보 다변화를 위한 심해저 자원 개발의 역할, 그리고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심권용 처장(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관리처)),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현황(손승규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피지 EEZ 해저열수 광체 

탐사 및 자원 잠재성 평가(박상준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에 대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6.1.2.  범부처 협의회(실무자 협의체) 구성 운영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 중심의 R&D 체제에서 벗어나 심해저 광물자원의 

사업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회 구성은 국제해저기구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광구계약기간, 개발방식, 로열티 등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각종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기재부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시도(2016.9, 2016.11) 했으나 상업화 시점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법부처가 협의체 구성을 

하기 보다는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협의(2017.5월 하순에 국제해저기구 제23회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외교부 국제법규과가 주관하기로 협의됨)되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에서 실무자 협의체로 바뀌면서 심해저 광물자원의 사업화 보다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에 대응하여 당면한 외교적 현안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의 

경우, 2~3월에 이사회와 함께, 7~8월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우선 

분석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와 1차 협의 후, 2차 외교부와 합동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훈령을 받는데 

활용하였다. 

2.6.2. 체약자간 협력관계 추진

2.6.2.1.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참석시 체약국 협력사항

제22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참석시 체약국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차 회기에서의 최대 쟁점은 

법률기술위원회의 정원이었는바, 이사회 의장은 지리적 배분 고려 25명(그룹별 5명씩 할당)+특별이익 고려 

11명(1안) 및 지리적 배분 고려 20명(그룹별 4명씩 할당) + 특별이익 고려(16명)을 제시하는 등 많은 안이 

제시되었다. 22회기 전체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 지역그룹별 회의와 함께 체약자간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었는데 체약자 회의에서는 법률기술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해저 광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체약자들이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만약 투표로 갈 때 체약자 

상호간에 지지를 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3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참석시 체약국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국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해저기구 본부에서 지역그룹회의와 선행투자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그룹 조정회의에서는 이사회 및 총회, 신임장위원회, 지역그룹 조정국 결정, 

법률기술위원회 규모 및 선출방식에 관하여 의견 교환, 연 2회 이사회 개최 관련 논의, 법률기술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총회결정문 관련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선행투자가 회의에서는 IOM (Interocean Metal, 

동구권연합)이 2021년에 현 탐사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탐사계약 재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심해저 탐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일본과 인도는 향후 개발규칙이 마련되면 탐사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발규칙 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개발단계로의 진입을 준비 중이지만, 최종적인 

진입 여부 결정은 2025년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우리측과 일본은 환경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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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24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참석시 체약국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해저기구 3월 이사회에서는 

국제해저기구 주관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18년 5월 26~29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될 

지역환경관리계획 워크숍 개최계획 일정과 발표주제 프레젠테이션 및 개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5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참석시 체약국 협력사항(국제해저기구 7월 이사회 회의)은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계약자들의 탐사계약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계약자들은 탐사계약 

연장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이 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는데 잠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경제성 모델에 대한 

계약자들의 공통 보고서를 준비할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외부 독립분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통보고서는 호환성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한 연장신청서에 포함시키려고 고려하였다. 각 선행투자 계약자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그룹이 우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계약자들의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공통의 플랫폼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파일럿 

채광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2.6.2.2. 탐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간 워크숍

탐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간 회의는 폴란드에서 2번의 워크숍과 중국 창사에서 개최된 워크숍이 있다. 

우선 2018.9.3~9.5일 폴란드 Warsaw에서 “Processing Technologies, Metal Recoveries & Economic 

Feasibility of Deep Sea Mining”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제련분야와 국제법, 경제성 분야에 발표 후에 

제련, 경제성, 환경분야로 세부분과를 만들어 분과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토론하였다. 중국 

창사광야연구원(Changsha Research Insititute of Mining & Metallurgy Co., Ltd), 일본 해양자원개발주식회사(DORD),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인도 Institute of Minerals and Materials Technologyanjay, 

독일 BGR, 미국의 DeepGreen Metals, 영국, UK Seabed Resources사 등 체약국 대표들과 제련 방법에 따른 

경제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폴란드에서 개최된 두 번째 워크숍은 2018년 10월 16~16일 폴란드 Warsaw에서 “Second Annual 

Consultation Meeting Between ISA Secretariat and Contractors”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결정된 overhead 비용 인상(US$ 47,000 to 60,000) 및 체약국들의 계약서 공개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국제해저기구 사무국(Pratima Jauhari, Senior affairs officer)과 우리나라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수행현황 및 향후 계획 협의 및 2016, 2017년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요이슈를 협의하였으며, 국제해저기구, 일본 DORD/JOGMEC, 폴란드 등 체약국들과 

심해저광물자원개발 현황 정보를 공유하였다.

탐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간 제3차 워크숍은(Third Annual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Contractors 

(Changsha, China, 2019.10.10.~10.13))은 2019.10월 중국 창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8년 

체약자들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 협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표준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이슈 논의, 선행투자가 회의 참석에서 탐사계약 연장 여부 및 재정체계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계약자들의 계약서를 일반에 공개 시 계약자들의 실제 및 직접 탐사 지출비용에 대한  

보고 항목을 삭제하였다. 계약자는 2020.3.31일까지 완성된 템플릿을 제출해야 하고, 사무총장은 2020년 

2월회기에 이사회에 계약자의 금번 결정사항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투명성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 커뮤니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더 큰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협력하여 2020년 국제해저기구 회의에서 공동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주제별(예: 환경, 기술 등)로 할 예정이며, 계약자들은 또한 계약자의 연차 보고서에 기밀이 아닌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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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표준과 지침과 관련하여 6개에 대한 작업은 2020.7월까지 완료해야 하고, 3개에 대한 작업은 2020.7월 

이후에 완료될 수 있다. 사무국은 DNV와 스타일과 구조 매뉴얼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9.12월까지 

완성함으로써 표준과 지침은 공통의 포맷을 갖추어 이를 법률기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남아프리카 워크숍 

이후 긴급성으로 인해 3명의 계약자(GSR, UKSR, NORI)가 전문가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갭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0주 안에 1단계 지침을 완료하려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며 비용은 25만 

달러(11개 지침)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들(GSR, UKSR, NORI, COMRA, BGR 및 IOM)이 자발적으로 1단계 

표준 및 지침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계약자들은 일반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환경이행보증금 및 보험의 요구와 함께 기금의 목적, 범위, 거버넌스, 규모 및 환경과 같은 규정 초안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개별 계약자 자금과 pooled fund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논의 된 다른 요점들에는 그러한 기금이 설립 될 경우, 첫째, 계약자가 계약이행 의무를 넘어서 

수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둘째, 비 보상 지불(non-compensation payment)에 

사용되는가? 셋째, 국제해저기구 또는 제3자에 의해 관리되는지,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다.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협상과 

관련하여 계약자들은 심해저광업 제도 하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BBNJ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협상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자들은 자신의 보증국가와 

직접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심자료의 공유 문제, 지역환경관리계획 워크숍 문제, 

해저게이블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창사회의의 주요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약자 회의 정례화

◦ 체약국들의 탐사계약서 공개 및 투명성 확보 문제: 국제해저기구에서 template을 만들어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체약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계약자들의 

연차보고서도 템플릿에 따라 작성

◦ BBNJ 논의에 대응하여 심해저 광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대응

◦ 수심자료의 공유를 위해 개별국가들의 입장이 상이하며, 향후 국제해저기구 차원에서 동 

자료의 공유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 개발규칙 제정의 일정을 고려하여 표준과 지침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5개 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결과가 개발규칙의 부속문서로 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작업에 주목하여야 함

2.6.2.3. 한중 양자간 협력회의

체약자간 협력 관계유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간 심해저자원개발협력회의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제10차 한‧중 심해저자원개발협력회의는 2018.10.16~18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 KIOST 등 10명, 중국 국가해양국, COMRA 등 6명 등이 참석하여 양국 간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실천적 협력 방안 도출하였다. 동 회의에서 주요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해저기구(국제해저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ⅰ) 국제해저기구 연차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견해와 의견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 ⅱ) 개발규칙 제정 시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한 협조노력을 

지속하고 강화, ⅲ)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원회 위원의 선출에 서로 지원, ⅳ) 탐사계약서 

공개여부에 대한 서신과 심해저공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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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두 번째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활동 분야에서는 ⅰ)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활동 정보를 공유, ⅱ) 

탐사활동을 위한 연차 보고서 준비와 자원 평가를 위해 협력, ⅲ) 양측에서 수행되는 탐사 참여에 

과학자가 공동 승선, ⅳ) 양측의 과학자와 장비 교류에 필요한 탐사 일정과 조사선의 탐사일정을 

교환하기로 했다. 세 번째 환경연구 분야에서는 ⅰ) 환경충격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ⅱ) 환경자료와 연구정보를 교환하고 공유, ⅲ) 상호 관심 지역 및 환경항목에 대한 

추가 공동 모니터링 활동 시행을 준비, ⅳ) 상호 관심 주제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의 실험실에 

교환방문하기로 하였다. 네 번째 심해저 채광기술개발 분야에서는 ⅰ) 향후 해상 시험에 협력하고 

시험결과를 공유, ⅱ) 환경친화적 채광기술 지침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3차 한·중 심해저광물자원 공동워크숍은 2019.10.28.~11.1일 제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양국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의 주요 2)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환경관리계획: 차기 지역환경관리계획 회의의  `20년 5월 한국 개최 및 워킹그룹 구성 제안, 둘째, 

양국 간 공동연구협력: 공동조사, 장비활용, 환경연구, 연구선 교차 승선 등, 셋째, 시료 및 데이터 

공유: 환경연구 데이터는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공유되므로, 서로 원하는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공유 데이터의 범위는 개별 연구자 간 협의에 따라 진행, 

향후 데이터에 대한 공동 권리를 갖는 등의 방안 모색, 넷째, 한·중 전문가 상호 초청 및 협력연구: 종 

분류 데이터 표준화 등 해역 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 협력 및 교류 필요, 다섯째, 기타 

제언으로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향후 지속될 한·중 협력회의 및 워크숍에도 현재 구성원의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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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국제해양광물학회 개최

2.6.3.1. 행사 개요

국제해양광물학회(Underwater Mining Conference, UMC)는 심해저 광업 및 탐사와 관련된 국제학회로

서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며, 1970년 제 1차 학회가 밀워키에서 개최된 이후 2015년 제 

44차 학회가 템파베이에서 개최되었다.

UMC는 해저광물자원에 관한 최신의 세계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연구계, 산업계, 환경

분야, 그리고 자원정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형태의 국제학회이며, 학회운영의 효율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1978년 비영리단체인 국제해저광업협의회(International Marine Minerals Society, 

IMMS)를 설치하여 UMC를 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제주에서 아시아 최초로 UMC를 개최한 바 있다. 2014년 제 43차 리스본 학회

에서 제 45차 UMC 학회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되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UMC를 개최하였다. 해양

수산부와 KIOST가 공동주최하고 IMMS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미국·중국·일본·독일·러시아 등 20 여개

국에서 해양광물자원 관련 지질·환경과학자, 사업가, 정책가 등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6 UMC에서는 '경제영토 개척'과 관련하여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자원량·환경영향 평가를 주제로 2개 세

션에서 총 6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학회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

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개발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

히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탐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 주제 : Resourc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Seafloor Mining Development (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량 및 환경영향 평가)

- 일시 및 장소: 2016.10.09.~13,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그림 2.6.3.1)

그림 2.6.3.1  2016 국제해양광물학회(UM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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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제(발표자)  주요 내용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09:00

Marine Environmental Baseline 

Surveys — Overcoming the Deep 

Water Hurdle 

(Andy Campbell, Gardlinemarine 

Sciences, Singapore Branch)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및 

개발착수 단계에서의 환경기초조사의 중요성, 수심 

3,500미터 이상의 심해에서 환경기초탐사 수행의 

기술적 복잡성, Gardline사의 심해조사 

경험(2010년 노틸러스사와 환경탐사 수행, 

아프리카 심해 다이아몬드 채광회사인 De Beer사의 

환경탐사 수행) 등 소개

09:20

A Reco㎜ended Practice formanaging 

Environmental Aspects and Impacts 

of Seabedmining 

(Tom Gorski, DNV GL, 

Environmentalmonitoring, Norway)

DNV사가 개발한 심해광업의 환경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환경기초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계획 등 분야) 소개

09:40 

oxic Trace Elements in Sulfides 

ofmodern and Ancient Black 

Smokers: Possible Influence on 

Ecosystems

(Valerymaslennikov, Russian 

Academy of Sciences URALS, Russia)

열수광상의 유형, 화학적 성분 변화에 따른 

열수주변 서식동물상과의 관계분석 Rainbow 열수구 

주변의 서식동물

표 2.6.3.1  2016 UMC 프로그램 및 구두 발표 내용(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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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10:00

A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for Exploration andmanagement of a 

Hydrothermal Ventmarine Protected 

Area

(S. Kim Juniper, Ocean Networks 

Canada, Canada)

2003년 캐나다 해양법에 의해 열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한 생물분포, 서식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 연구조사 결과 

소개 

10:50 

Trace Elements in Sulfides from 

the Semenov-2 Hydrothermal Field, 

13°31.13' N, Mid-Atlantic Ridge: 

Isomorphism or Inclusions?

(Irinamelekestseva, Institute 

ofmineralogy, Urals Branch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ussia)

중앙대서양 해령 열수광상에 함유된 금, 은, 동, 

아연 등 유용금속의 특성분석을 통한 선광, 

추출방법 제시

11:10 

Effect of Reworked Barite on 

Radiometric Dating Using 228Ra, 

228Th and 226Ra/Ba Values: 

Implications for Assessing 

Seafloor Volcanogeni㎝assive 

Sulfide Deposits

(Robert Ditchburn, GNS Science, 

New Zealand)

활동성, 비활동성 등 열수광체의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한 광상형성의 시기적 관련성 소개

11:30

Key SMS parameters for 

Potentialmining Operations: Case 

ofmid-Atlantic Ridge Deposits

(Georgy Cherkashov, 

VNⅡOkeanologia, Saint-Petersburg, 

Russia)

2015년 ISA 법기위가 권고로 제시한 연차보고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자료정보들은 심해 

채광시스템 설계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기초로 러시아가 

ISA와 탐사계약을 체결한 중앙대서양 해령 15개 

열수광상 광구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

11:50

Nautilusminerals Projects Update

(John Parianos, Nautilusminerals, 

Australia)

노틸러스사의 Solwara 1 프로젝트의 진척상황 및 

향후 계획 소개(2016년 10월 국제동향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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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14:10

Near-seafloormagnetics — An 

Essential Tool for Seafloormassive 

Sulfide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Jerome Dyment, 

Geosciencesmarines, France)

Basalt-hosted site, Ultramafic-hosted site, 

비활동성 해저열수광상 등의 유형별 자기특성 

분석을 통해 해저열수광상 탐색에 있어서의 

근접자력탐사의 유용성 소개

14:30

Hydrothermal Clayminerals 

Recognized in Subseafloor of 

Active Hydrothermal Fields in the 

Okinawa Trough 

(Jun-ichiro Ishibashi, Kyushu 

University, Japan)

오키나와 해구 수심 1,000미터의 활동성 

해저열수광상 하층부에 대한 최대 400미터 시추 

결과 점토질 형태의 열수광물 확인 등 연구결과 

소개

14:50

Gravity andmagnetics of the 

Central Indian Ridge: Preliminary 

Findings for the Vicinity of 18° S 

to 7° S

(michael Chandl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Korea)

KIOST가 ISA와 탐사계약을 체결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에서의 중력 및 자력탐사 

결과와 맨틀 융기와 지각두께와의 상관성 소개

15:10

Themorphotectonic Features of 

Non-transform Discontinuity at 

11°S and its Hydrothermal 

Activity, Central Indian Ridge

(Sang Joon PAK,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Korea)

KIOST가 ISA와 탐사계약을 체결한 인도양 해저열수

광상 탐사광구의 구조지형학적 특징 분석을 통한 열수

광상 형성의 높은 가능성 소개

15:30

Themorphotectonic Features of 

Non-transform Discontinuity at 

11°S and its Hydrothermal 

Activity, Central Indian Ridge

(Sang-Bong YI, Chonbuk University, 

Chonbuk, Korea)

KIOST가 ISA와 탐사계약을 체결한 인도양 

탐사광구에서 확보한 해저열수광상 시료에 대한 

지화학적 분석을 통한 맨틀의 성격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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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16:20

A Complex Hydrothermal System 

Around Dragon Horn Area(49.7° E) 

on Ultra-Slow Spreading Southwest 

Indian Ridge(SWIR)

(Jerome Dyment, 

Geosciencesmarines, France)

중국이 ISA와 탐사계약을 체결한 남서인도양 해령 

해저열수광상 광구 Dragon Horn 지역 주변에 대한 

탐사 결과 열수 온도차와 순환, 열수광상 분포와의 

상관관계 소개

16:40 

Nodule Occurrence, Metal Content 

and Nodule Grain Size at Different 

Bathymetry Horizons in the IOM 

Exploration Area 

(Ivo Dreiseitl, Interoceanmetal 

Joint Organization (IOM), Poland)

IOM 탐사지역에 대한 망간단괴 자원량의 지리적인 

분포특성과 금속함량 등과의 연관성 소개

17:00 

Integrated Phosphate Supplymode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tsuo Yamazaki, Osaka Prefecture 

University, Japan)

해양 인광개발 프로젝트 현황, 지속적인 인산염 수

요증가에 따른 망간각 개발 부산물로서의 인산염 

활용방안 등 소개

17:20 

Chatha㎜arine Phosphate Project 

will Rise Again

(Chris Castle, Chatham Rock 

Phosphate, New Zealand)

뉴질랜드 해역에서 인산염 개발을 위해 20년간 

개발권을 획득하여 202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Chantham사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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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제(발표자)  주요 내용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09:00

ISA’s Zero Draft Exploitation 

Regulations – What Contractors 

Should be Concerned About

(Steve Potter, Pinsentmasons LLP, 

Singapore)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대비하여 

현재 국제해저기구(ISA)에서 논의중인 개발규칙 

작업초안에 대한 주요 경과 및 향후 다루어져야 

할 중요 이슈들, 계약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분야 (허가절차, 규범의 안전성, 

payment regime, 계약면적, 재정관련 규정, 

계약기간 등) 발표

09:20

Developing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and Standards for 

Resourc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Deep Sea Mineral 

Activities 

(Paul Lynch, Seabed Minerals 

Authority, Cook Islands )

쿡제도 내 망간단괴, 희토류 자원 부존현황과 2009

년 심해저광물법. 2016.6 벨기에 GSR과 합작형태로 

ISA와 망간단괴 탐사계약 체결 및 2017년부터 본격 

탐사개시, 2016년 9월 미국 Oceanminerals사의 희

토류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 체결 등 소개 

09:40 

Seabed Mining Exploitation Code: 

Review of Code and Commentary 

(Wylie Spicer, McInnes Cooper, 

Canada )

ISA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규칙 작업초안과 

관련하여 인류공동유산의 관점에서 심해광업이 

가지는 차이점, 독점의 문제점, 영업비밀 보호와 

투명성 등의 관심규정 소개

10:00

Investigating themining Potential 

of marine Ferromanganese Deposits, 

Amajor Resource of E-Tech Elements 

(Jeremy Spearman, HR Wallingford, 

United Kingdom)

총 ￡4.5M 예산으로 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국과 브라질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marineE-tech(코발트, 텔루륨, 네오디뮴, 

희토류 등 확보를 위한 망간각 탐사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

MarineE-tech 탐사(‘16.10)에 활용되는 

연구선과 ROV, AUV

10:50

Osmium Isotope Stratigraphy and 

Chemical Speciation of Elements of 

Ferro-Manganase Crusts in the 

Western Pacific Seamounts 

(Katsuhiko Suzuki,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Japan )

일본 주변해역의 망간각 분포현황, 연구대상 모델인 

Takuyo-Daito seamount 탐사 및 선광절차 연구 

결과 등 소개

표 2.6.3.2  2016 UMC 프로그램 및 구두 발표 내용(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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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1:10

An Explanation for the Unique 

Composition of Arctic Ocean 

Ferromanganese-Oxide Mineral 

Deposits

(James Hein, U.S. Geological 

Survey, California, United States)

북극해인 알라스카 북부 해역의 망간각과 

망간단괴에 다른 대양에서와 달리 스칸디움을 

비롯한 희유금속의 품위가 매우 높은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표

11:30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 

on Microbe-like Structures in the 

Ferromanganese Crust from the 

Western Pacific Magellan Seamount 

(Jinwook KI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서태평양magellan Seamount 망간각의 생성당시 

고환경을 재구성을 위해 중요한 생물화학적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11:50 

The Gas Hydrates of the Indian 

Offshore — A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Subramanian Rajendran, Kerala 

University of Fisheries and Ocean 

Studies, India )

인도 대륙붕 약 80,000㎢에 걸쳐 부존할 것 

예상하는 메탄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 결과 

소개

13:10 

Designing Geological 

Investigations for Commercial 

Success in the Transition from an 

Exploration Project to Marine 

Mining 

(John Youngson, Marine Minerals 

Group, New Zealand)

새로운 사업영역인 해저광물자원 상업개발시 사업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고 성공적인 상업개발로 

진행하기 위하여 모델링, 탐사, 맵핑 및 샘플링, 

채광시스템 개발 과정에 있어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저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De 

Beersmarine(DMB)사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들 소개

 DMB사가 다이아몬드 채광에 사용하는 채광

주요 샘플링 장비인 Box Corer로 채집한 

망간단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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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3:50 

Fit for Purpose Design for Deep 

Sea Mining Vessel

(Govinda Singh Chopra, SeaTech 

Solutions, Singapore)

Govinda Singh Chopra, SeaTech Solutions, 

Singapore

노틸러스사 채광선 개념도

14:10 

Technology Achievements through 

3rd Pre-Pilot Mining Test: Lifting 

System 

(Sup HO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Korea)

2005년 수행한 2,500미터급 양광 성능시험의 

기술적 성과 소개

pilot lifting system(buffer, lifting riser, 

lifting pump)

14:30 

On-board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S/W for Offshore 

Operation of Pilot Lifting System

(Tae-Kyeong YEU,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Korea )

2005년 수행한 2,500미터급 양광 성능시험을 위한 

On-board support systems과 운영 소프트웨어 소개

양광성능시험 장비들이 설치된 Normand 

Balti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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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5:20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Mining of Polymetallic Nodules 

from the Deep Sea

(Rodney Norman, Royal IHC — 

IH㎝ining, The Netherlands)

망간단괴의 상업개발을 위한 채광장비 개발, 

제련기술, 환경연구 등을 위해 유럽 9개국에서 

14개 산업체 및 연구소가 참여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유럽 Blue Nodules 프로그램 소개

15:40

A Potential of 

Logging-While-Drilling (LWD) for 

Deciphering Sub Seafloor 

Mineralization Processes

(Hidenori Kumagai, Japan Agency 

for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Japan)

일본 정부의 '차세대해양자원조사기술(the 

Next-Generation Technology for Ocean Resources 

Exploration)‘ 프로젝트 일환으로 JAMSTEC이 

드릴쉽 치큐호 및 Logging-while-Drilling 방식을 

이용하여 일본 해저열수광상 부존해역에서 수행한 

해저열수광상 시추 결과 소개

해저열수광상 시추 샘플

16:00  

HUGIN AUV Configured for Under 

water Mining Applications

(Richardmills, Kongsberg Maritime, 

Singapore)

Kongsberg사에서 개발한 HUGIN AUV의 

해저열수광상 탐사 활용 방안 소개

AUV 활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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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6:20

Sea Trial Report of the Seafloor 

Drill UNICORN-1

(Koji Ochi, Fukada Salvage and 

Marine Works, Japan)

Fukada사가 Cellula사로부터 구입한 ROVdrill 3의 

후속모델인 Unicorn-1의 2016년 3월 Sea Trial 

수행 결과 발표

해저면 착저식 시추기 Unicorn-1

17:00

Potential Usage of Flexible Riser 

in Deep Sea Mining 

(Ning Yang, Institute of Deep-Sea 

Science and Engineering, Chinese 

Academy of Science, China)

중국과학원 심해과학공정연구소에서 

유연관(flexible riser)에 기초한 심해 

채광시스템의 개념모델 제시

심해 채광시스템과 flexible riser

17:20  

Preliminary Design of a Cutting 

Tool for SMS Deposits 

(Leonhard Weixler, Deep Sea Mining 

Alliance(DSMA), Germany)

노틸러스사의 채광시스템 대안으로 BAUER사와 

Technip사가 합작으로 제작하고 있는 수직컷팅 

방식(vertical cuttingmodel)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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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16년 

10월 10일

13:00~

제목 발표자(소속)

Overview of Goldmain Features in Seafloor 

massive Sulfides

Svetlana Babaeva, VNIIOkeaologia 

(Institute for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Ocean, Russia)

Geodynamic Features and Distribution of 

the Hydrothermal Vent Fields in Some 

Oceanic Regions

Svetlana Babaeva, VNⅡOkeaologia 

(Institute for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Ocean, Russia(

Serious Business in the Deep Seas for 

Mining Polymetallic Nodules

Laurens de Jonge(Royal IHC — IHC Mining, 

The Netherlands)

Composition and Formation of 

Gabbro-peridotite Hosted Seafloor massive 

Sulfide Deposits from the Ashadze-1 

Hydrothermal Field, Mid-Atlantic Ridge

Anna Firstova (Saint-Petersburg 

University and VNⅡOkeanologia, Russia)

Fish Reef Project and Deep Sea Mining 

Offsets
Chris Goldblatt (Fish Reef Project, USA)

Estimation of Manganese Crust Coverage by 

Seafloor Image Binarization

Jongmin Jo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Korea)

Probabilistic Estimates of Seafloor 

Massive Sulphide Deposits along an Arctic 

Mid-Ocean Ridge: Amultivariate Approach 

for Permissive Tracts

Cyril Juliani(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rway)

MarMine – Exploitation Technologies for 

marine minerals on the Extended Norwegian 

Continental Shelf

Cyril Juliani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rway)

Survey Plan for mining Manganese Nodules 

in the Korea Contract Area, Northeastern 

Pacific

Youngtak Ko (Deep Sea & Seabed Mineral 

Resources Research Center, KIOST, Korea)

Ferromanganese Crusts from Shaka Ridge 

(South Atlantic)

Natalia Konstantinova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 VNllO keanologia, 

Russia)

A Self-Compensating Magnetometer (SCM) 

System for High-Resolution Mapping on 

AUVs

Matthew Kowalczyk (Ocean Floor 

Geophysics, Canada)

Initial Tests of an AUV-borne Controlled 

Source Electromagnetic (CSEM) System

Matthew Kowalczyk (Ocean Floor 

Geophysics, Canada,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and Fukada Salvage 

andmarine Works Co. Ltd.)

Global Perspectives of Gas Hydrat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ng-rock LE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What’s in a Deep sea Mining Riser 

System?
Frank Lim (2H Offshore, UK)

Integration of modelling for Enhanced 

Marine Mineral Resource Project Outcomes
Campbell McKenzie (Kenex, New Zealand)

Understanding Element Accumulation in 

Fe-Mn Crusts through the Lens of Chlorine
Kiramizell(U.S. Geological Survey, USA)

The US National Ocean Exploration Program

Amanda Netburn(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Louisiana, 

USA)

Small scale Occurrence, Growth Rate, and 

Mineral-Chemical Composition of 

Hydrogenetic Ferromanganese Crusts from 

Two Typical Seamounts within the Japanese 

EEZ

Keisuke Nishi(Kochi University, Japan)

표 2.6.3.3  2016 UMC 프로그램 및 포스터 발표 내용(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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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16년 

10월 10일

13:00~

Platinum Group Element Geochemistry of 

Submarine Arc Lavas Associated with Cu-Au 

Mineralization: Implications for Modern 

VMS Deposit Exploration

Jung-Wo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valuating Deep-Sea mega Benthos after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Lessons 

Learned and Applications to the Deep-Sea 

Mining Industry

Stephanie Sharuga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Louisiana USA)

Utility of Industrial Submersibles and 

Opportunistic Survey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of the Marine Benthic 

Environment

Stephanie Sharuga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Louisiana USA)

Identifying Geochemical Signatures 

Associated with Sub Seafloor Massive 

Sulfide Mineralization at Iheya North 

Knoll, Middle Okinawa Trough 

Toru Yamasaki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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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SCI 특별호 발간

2.6.4.1. 추진배경 및 경과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는 대한민국 망간단괴 탐사권이 만료되고(2016년), 향후 5년간 탐사권 연장을 

허가받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계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환경연구 내용

과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환경관리 규정 제정현황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소개하고, 유사 연구를 위한 참

고문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Ocean Science Journal (SCIE) 특별호 “Deep Seabed Mining”을 계획하

였다. 특별호(Ocean Science Journal, 2018, vol. 53(2))는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 환경, 그리고 법제

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특별호는 종다양성 및 대형/중형/초미세생

물 분포, 퇴적물 생교란작용, 암석 지자기 특성, 침강입자 플럭스 등 망간단괴의 탐사 및 개발활동이 

해양환경 영향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필수적인 환경자료 해석에 관한 논문을 다수 포함하며, 개발규

칙 중 환경규정의 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그 외 음향반사 특성 자료를 이용한 망간단괴 매장량 평가 방

법, 오키나와 트러프의 해저열수광상 광화작용, AUV 기반 자력 자료 해석 등에 관한 논문이 수록되어있

다.  

2.6.4.2. 수록 논문 제목

◦ Characterization of Deep-sea macrofauna in the Korean Exploration Claim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Northeastern Pacific Ocean 

◦ Distribution and Variability of the Meiobenthic Assemblages near the Korean Polymetallic 

Nodule Claim Area of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Subequatorial NE Pacific) 

◦ Fine-scale Microbial Co㎜unities Associated with Manganese Nodules in Deep-sea Sediment of 

the Korea Deep Ocean Study Area in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 Mining at 2,500 Fathoms under the Sea: Thoughts on an Emerging Regulatory Framework 

◦ Roc㎞ magnetic Approaches Used on Deep-sea Sediments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 Resource Assessment of Polymetallic Nodules Using Acoustic Backscatter Intensity Data from 

the Korean Exploration Area,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 Sinking Particle Flux in the Subtropical Oligotrophic Northwestern Pacific from a Short-term 

Sediment Trap Experiment 

◦ The Role of Bimodalmagmatism in Seafloormassive Sulfide (SMS) Ore-forming Systems at 

themiddle Okinawa Trough, Japan .

◦ Variability in Particlemixing Rates in Sediments with Polymetallic Nodules in the Equatorial 

Eastern Pacific as Determined fro㎜easurements of Excess 210Pb 

◦ 3D Focused Inversion of Near-botto㎜agnetic Data from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in Rou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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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성 명 소 속

 

Ecuador
에콰도르

국제해저기구
Isabel Garcia 
Arevalo(여)

Oceanographic Institute of the 
Ecuadorian Navy-Guayaqil, Eeuador  

South Africa
남아공화국

Safiyya Sedick 
(여)

Stellenbosch University

2.6.5.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총 3건(실해역 2건, 정책1건)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 실해역역 탐사 

승선 교육은 2018년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자원탐사 및 환경연구 교육훈련 시

행(2개국, 2명)하였다(표 2.6.5.1). 

* 북동 태평양 지역 : 2018년 3월 5일~4월 3일(30일), R/V Kilo Moana(하와이대)

표 2.6.5.1  2018년 개도국 전문가 선상교육 현황

국 적 성 명 소 속

 

Nigeria
나이지리아

KASSIM OLAYEMI 
IDOWU(여)

Nigerian Institute For Oceanography  
and Marine Research

두 번째 실해역탐사 승선 교육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자원탐사 및 환경

연구 교육훈련을 시행(1개국, 1명)하였다(표 2.6.5.2, 부록1_탐사계약9).

 * 북동 태평양 지역: 2019년 3월 4일~4월 1일(29일), R/V Kilo Moana(하와이대)

표 2.6.5.2  2019년 개도국 전문가 선상교육 현황

세 번째로 해양법 및 해양정책 교육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해양법 및 해

양정책 연구 교육훈련을 시행(1개국, 1명)하였다(표 2.6.5.3, 부록1_탐사계약10).

국 적 성 명 소 속

 

Jamaica
자메이카

Deniece Aiken

(여)

Caribbean Maritime University

표 2.6.5.3  개도국 전문가 해양법ㆍ해양정책 교육 현황

국제해저기구와의 망간단괴 탐사계약에 따라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법 및 정책분야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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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의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훈련생: Deniece Aiken(자메이카 출신))하였다. 

훈련내용은 대한민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망간단괴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제도 

파악 및 정책적 방향성 검토를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채광, 제련 기술 관련 랩 방문(견학 및 실험 참여) 및 기술설명이 있었는 바, 예를 들면, 해양환

경영향 평가시 실험에 참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방법, 단위의 표준화 등 규범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를 습득케 하였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관련 기관(해양과학조사원, 해양박물관 등)과 특히 

KIOST 부산, 대전, 극지, 동해, 남해연구소(바다목장 포함), 제주 연구소 방문을 통해 KIOST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세 번째는 법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에 대한 이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 검토(세계광물시장에 대한 이해, 초기 개발자들의 시장진입 장애요인 파악, 

광물가격의 변동성 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핵심요소(인류의 공동유산 실현을 위한 형평한 이익공유

(분배) 방안, 재정제도, 해양환경의 보호-환경영향평가 방법 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에 대한 이해

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 검토(세계광물시장에 대한 이해, 

초기 개발자들의 시장진입 장애요인 파악, 광물가격의 변동성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핵심요소(10월: 인류의 공동유산 실현을 위한 형평한 이익공유(분배) 방안, 11월: 재정제도, 12

월: 해양환경의 보호-환경영향평가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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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총괄 부분 실적

국제학술지(Ocean Science Journal)에 심해저 자원개발을 주제로 SCI 특별호 제작(2018)으로 대

한민국의 심해저 연구활동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알림

국제해저광업협의회(IMMS)에서 주관하는 제45회 심해저자원개발 국제학술대회(Underwater 

Mining Conference, 2016)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최하여 미국·중국·일본·독

일·러시아 등 20여개국에서 해양광물자원 관련 지질·환경과학자, 사업가, 정책가 등 전문가 120

여명이 참석하여 심해저 광업과 관련된 최근 연구성과를 공유함

◦ 정밀탐사 분야 실적

정점별 망간단괴 획득 시료와 해저면 사진 비교를 통해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망간단괴 양을 계산

할 수 있는 치환식 도출

2차원적 망간단괴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음향자료(후방산란강도)에서 망간단괴 자원량을 계산할 

수 있는 치환식을 도출하고, 대표구역(500㎢)에서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확정자원량을 산출함

◦ 환경연구 분야 실적

심해저카메라 해저면 영상자료 분석(45,718장) 및 심해어류 분석을 통해 거대저서생물 종 분류 및 

우점종과 출현 분류군의 공간분포와 지리적 연관성 파악

중형저서생물 중 우점 선형동물에 대한 종 수준 분석을 통해 DB 자료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에 대한 염기서열 자료확보를 위해 3년간 총 1,000개체 이상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수행하여 34개

체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특화된 유전자분석 기술 방법을 체계화함

국제해저기구가 주최한 심해저서생물 표준화 워크숍에서 도출된 표준방법을 적용, 저서생물 시료

의 채취/분석과 우수논문의 게제 및 워크숍 참석 등의 성과확산을 통하여 국내환경연구 역량 제고 

및 국제적 신뢰도 향상

아시아 최초로 6,000m급 Benthic Lander를 개발, 북동태평양 망간단괴 광구에서 유기탄소 순환의 

핵심 자료인 퇴적경계면에서의 플럭스 자료 및 퇴적물 산소소모율 자료획득 성공하였으며, 본 기

술은 각종 센서 개발 및 적용, 장비 운영, 자료 해석 등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 법제도 경제성 분야 실적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사항 성실 수행으로 망간단괴 개발활동 연차보고서 작성 ISA 제출, 승인으

로 탐사권 유지(2016.4.27~2021.4.26)

 대한민국의 B그룹 이사국 재선출(2018.7)로 B그룹 지위유지(2019~2022) 및 대한민국 법률기술위

원회 위원(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재선출(2016.7) 및 환경연구 분야에서 국제전문가로 

활동(2017~2022)

광구 탐사권 연장 신청청서 ISA 제출(2020.10), 배타적 권리를 갖는 승인으로 5년 추가 연장

(2021.4.27~2026.4.26) 탐사권 확보 

국제해저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 대응을 위해 외교부, 해양부 등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공식 훈령으로 발급(각 회기별)

국제해저기구, 계약자회의 참석을 통해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확립하였으

며,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광물자원 개발 선도

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 보증국의 국가책임 면제, 개발자들에 대한 권리, 의무 등이 담긴 

심해저자원개발 입법(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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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3.2.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2.1.1. 실해역 탐사 수행 

2018년 (2018.03.05~2018.04.03)

◦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정점자료 획득)

대표 소구역(고해상 음향자료 기 획득 지역)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 카메라 3라인

정점조사: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13정점

◦ 환경영향평가 baseline 자료 획득(광구지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환경보호구역(APEI)

수층환경표준화 방법 적용: 타 지역 자료와 비교

해저면 영상조사: 심해저 카메라 7라인 

기초환경자료 수집: CTD 4정점,MOCNESS 3정점, Net 5정점, BC 10정점, Baited Trap 1정점

그림 3.2.1.1  심해저카메라 시스템(TowCAM, 미국 우즈홀연구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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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03.04~2019.04.01)

◦ 망간단괴 자원량 평가(고해상 음향자료 기획득  대표구역 영상자료, 정점시료 획득)

심해저영상시스템, 상자형시료채취기(BC)

◦ 환경영향평가 baseline 자료 획득(광구해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

KR5-A지역, 충격지역(IRZ), 보호지역(PRZ), KR5-B지역

DSC, Baited trap,MOCNESS, 다중주상시료채취기(MC), 상자형시료채취기(BC) 등

표준화 방법 적용: 광구 KR5지역 내 자료의 대표성 담보

독점탐사광구 가채량1  : 계획 15회 / 수행 13회

독점탐사광구 저서생물2: 계획 22회 / 수행 28회

독점탐사광구 환경조사3: 계획 14회 / 수행 21회

종분석 및 공간분포도4 : 계획 13건 / 수행 29건

표 3.2.1.1  2019 탐사 계획 대비 수행결과

계획 실행 분석항목
비고

(축소 또는 추가)

항해이력 6,940㎞

이동항해 6,830.5㎞ 수심(멀티빔, 

싱글빔),

기상자료

387.7㎞ 추가 

항해
광구조사 497.2㎞

독점탐사광구 

망간단괴 가채량1

DSC 3측선 3회 망간단괴 부존량

BC 12정점 10정점 망간단괴 부존량 2 정점 미달

광구지역 중·대형 

저서생물 

시료채취2

멀티코어(MC) 6회 8회 저서생물 5회 시료채취

박스코어(BC) 6회 14회 저서생물
9회 추가, 

10회 시료채취

DSC 영상자료 6회 5회
저서생물 

영상촬영
1회 미달

 Benthic Lander 2회 -
저서생물 

영상촬영
미시행

Baited Trap 2회 1회 심해어류 1회 미달

광구지역의 광역 

환경조사를 통한 

자연변화량 범위 

추정3

CTD 2회 4회 수층환경 2정점 추가

MOCNESS 2회 2회 수층생물

플랑크톤 네트 2회 4정점 수층생물 2정점 추가

MC 6회 8회 저서생물 5회 시료채취

EBS(Epi Benthic 

Sledge) 2회
3회 저서생물

1회 추가, 

2회 시료채취

저서생물 종분석 

및 공간분포도4

종분류 분류군별 

공간분포 도면(3개)

3개 생물군  

공간분포도
분포도

3개 생물군  

공간분포도

우점종에 대한 DNA 

자료 확보(10종)
26종 저서생물 16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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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1.08.20~2021.09.18)

◦ 탐사지역: 북동태평양 대한민국 망간단괴 독점광구 KR5 중 PILOT, KOMO, BIS 해역

PILOT AREA (1,504.6㎢): 131°30’W~131°52’W/ 9°45’N~10°11’N

BIS (98.1㎢): 131°53’W~131°58'W/ 10°22’N~10°33’N

KOMO (98.1㎢): 131°18’W~131°22’W/ 10°28’N~10°32’N

◦ 총항해거리: 7,467㎞

일반항해: 6,095㎞

탐사항해: 1,372㎞

◦ 음향탐사

심해예인 측면주사 음향조사: 1,143㎞(면적: 670.7㎢)

 ◦ 해양환경 특성 조사

BC: 1개 정점에서 1회 시도 0회 퇴적물 채취

MC: 10개 정점에서 12회 시도 10회 퇴적물 채취

CTD (CT): 2개 정점에서 2회 시도 1회 해수 채취 및 해수 특성 관측

Epi-benthic Sledge (EBS): 1개 정점에서 1회 시도 0회 대형저서생물 채집

Benthic Lander (BL): 1개 정점에서 1회 시도 1회 해저면 화학인자 채집

Plankton Net (NT): 3개 정점에서 16회 시도 16회 동물플랑크톤 채집

태평양 망간단괴 광구 PILOT 지역(수심 5,500m)에서 벤틱랜더 성공적 운영

◦ 2010년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BelcⅡ”라고 명명된 심해저 벤틱랜더가 개발되었

으며(3,000m급 벤틱랜더), 동해, 동중국해, 북극해, 서태평양에서 운용 중에 있음(그림 3.2.1.2) 

◦ 현재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은 경쟁적으로 심해 벤틱랜더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남덴

마크 대학과 협동연구를 통하여 마리아나 해구(수심 11,000m)에서 벤틱랜더를 이용한 유기탄소 연

구를 진행한 바 있음(Glud et al. 2013, Luo et al. 2018)

◦ 그러나 해당 연구는 남덴마크대학의 벤틱랜더를 활용한 일회성 연구로서 장비개발 또는 운용기술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순수기술로는 최초로 6,000m급 벤틱랜더를 개발하여 태평양 망간단괴 광구에서 

수심 5,500m에서 유기탄소 순환의 핵심 자료인 퇴적물 산소소모율 측정에 성공함

◦ 현재는 2025년까지 수심 11,000m에서 운용가능한 벤틱랜더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안에서 

심연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양 사이트에서 물질순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탐사광구 내 저층 충격시험 후보지역(BIS) 및 대조군(KOMO) 지역을 중심으로 저서생물 중 심해환경 

연구에서 인위적 교란을 지시할 수 있는 환경지시자인 중형저서생물의 자연 분포 범위를 산정하고

자 탐사를 통해 광구 내 서식 현존량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군집 공간 분포도를 작성함(그림 

3.2.1.3)

◦ 중형저서생물 군집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BIS와 KOMO의 군집구조가  Bray-curtis 유사도지수에서 85% 

이상의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었으며, 광구 내 가장 우점하는 중형저서생물 그룹은 선형동물, 

저서성요각류, 저서유공충류, 갑각류유생이었고, BIS와 KOMO에서 중형저서생물의 현존량 및 각 우

점 그룹의 수평 분포 특성은 Trough 안쪽에 집중 분포하며 Ridge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여 지

형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

◦ 탐사광구 내 저서생물 다양성 자료확보를 위해 중형저서생물의 우점종인 선형동물의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여 2018년 4종, 2019년 26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9종은 신종 가능성이 높은 

unknown 선형동물의 유전정보였으며, 2021년에는 5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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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광구 내 BIS 및 KOMO에서의 중형저서생물 주요 인자의 등분포도.

그림 3.2.1.2   태평양에서 계류중인 6,000m급 벤틱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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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서생물 다양성

◦ 심해 퇴적표층 서식 대형저서생물 채집에 사용되는 표서저층네트(Epi-benthic sledge) 장비 운영 

방법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함

◦ 조사해역의 대형저서동물 서식 특성을 분석 논문(Ocean Science Journal, 2018)이 Ocean Science 

Journal (국내 SCIE급 해양과학학술지)로부터 2021년 최우수논문상(최근 3년 피인용지수 최고)을 

수상함

◦ 대형저서생물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국제워크숍(Deep C-C biodiversity 

synthesis workshop, 2019년 10월 1~4일 미국 Friday Harbor)에 참석하였으며, 국제 공동 연구진으

로 구성된 연구팀이 본 연구에서 확보된 대형저서생물 분석자료 결과를 포함하여 C-C 지역의 대형

저서동물 다양성 결과를 Frontiers in Marine Science(IF=4.912, MrnIF=95.455)에 논문 출판함

그림 3.2.1.4  2021년 OSJ 최우수논문상 수상 및 SCIE급 상위 95% 이상의 국제논문에 공동 연구 결과 발표.

◦ 고화질 심해저 카메라를 이용해 거대저서생물(megafauna)의 종 조성과 군집구조를 파악하고  연구

지역 내 분포특성과  지역적 차이 및 공간적 연결성을 밝힘. 

◦ 동물플랑크톤의 일주수직이동과 수층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층별로 분리된 시료를 채집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MOCNESS(Multiple Opening/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ampling 

System)를 활용하여 자료를 획득함

미생물 다양성 논문의 Ocean Science Journal 최우수논문상 수상(2021.11.04)

◦ Fine-scale Microbi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Manganese Nodules in Deep-sea Sediment of 

the Korea Deep Ocean Study Area in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2018)

그림 3.2.1.5  2021년 OSJ 최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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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2016~2021)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26/8 26/8

특허(출원/특허) 0/1 0/1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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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달성도
(%)

최종목표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 획득

광구지역 탐사

- 가채량 평가를 위한 영상, 음향, 정점자료 

획득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중·대형 저서생물 채집

20
- ISA 의무사항이행, ISA 개발권 신청 시 필

수자료 및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탐사수행

(계획 2회)

3회 수행예정

3/3 100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 단독개발광구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25 -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가채량평가/

평가지침서
1/1 100

환경영향평가 

기반구축

- 광구 및 ISA 지정보존지역(APEI)에 대한 

환경비교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확립
25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1/1 100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유지 및 개발권 신청 준비 5 - ISA 탐사권 유지

ISA 활동보고서

(5회)
6/5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심해저 광물 

개발법
-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법안 입법 지원 5

- 심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및 개발에 따른 국가의 책임 면제조치필요

광물법입법지원

(1건)
0.6 60

개발타당성 

평가
- 상용화 기반 기술에 따른 개발타당성 평가 5

- 심해저 광물자원의 성공적 기업유인을 위해

서 경제성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

(2회)
2/2 100

상업개발전략 

수립
- 망간단괴 개발 비즈니스 모델 수립 2

- 현재 정부 주도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개발주체 설립필요
모델 수립 1/1 100

민간기업 

투자참여 유치
- 자원개발 관련 대상 민간기업 참여설명회 2

-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심해저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 필요

설명회 개최

(2회)
1/2 5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2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은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여야 하는바, 참여기업의 의사

소통창구마련 필요

협의회 운영(5

회)
4회 80

체약자 간 

협력관계 추진
- 체약국간 회의 참석 및 협력방안 마련 2

- 상업개발을 위한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

견 수렴 및 통일을 위한 창구마련필요

체약국 회의 

참석(5회)
5회 100

국제해양광물학

회 개최
- 학회개최 2 - 상업개발촉진을 위한 국제학회개최

학회개최

(1회)
1회 100

논문 - 심해환경연구와 관련한 SCI특별호 발간 3 - 대한민국 심해환경연구결과 소개 학술지 발간 1회 100

교육프로그램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대학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2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용
6회 100



- 480 -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달성도
(%)

1차년도
(2016년)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 망간단괴 분포와 관련된 후방산란 표준안 설정 25 -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후방산란 분류도 3 100

환경영향평가 
기반구축

- 환경기준강화 대비 국제동향분석(추가연구) 1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추가환경연구 
상세계획

1 100

- 저서생물 분석기준 확립 및 인벤토리 구축 15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인벤토리 구축 2 100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연장 및 유지 15 - ISA 탐사권 유지 활동보고서 1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개발타당성 
평가

- 국내 개발기술에 기반한 평가변수 확립 10
- 심해저 광물자원의 성공적 기업유인을 위

해서 경제성평가 필요
평가활용 변수 

도출
1 100

심해저 광물 
개발법

-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법안 작성 5
- 심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및 개발에 따른 국가의 책임 면제조치필요
광물법 초안 1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
협회 설립

- 10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회 설립 5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은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여야 하는바, 참여기업의 의사
소통창구마련 필요

협회설립 0.5 50

범부처 협의회 
구성

- 4개 이상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5
- 상업개발을 위해 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정

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부처간 협의채
널 구축필요

협의회 구성 0.5 50

체약자 간 
협력관계 구축

- 3개국 이상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5
- 상업개발을 위한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견 수렴 및 통일을 위한 창구마련필요
워크숍 개최 0.5 50

국제해양광물학
회 개최

- 학회개최 5 - 상업개발촉진을 위한 국제학회개최 학회개최 1 100

2차년도
(2017년)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유지 25 - ISA 탐사권 유지 활동보고서 1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개발타당성 
평가

- 국내 개발기술에 기반한 타당성 평가 30
- 심해저 광물자원의 성공적 기업유인을 위

해서 경제성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 1 100

심해저 광물 
개발법

-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법안 확정 30
- 심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및 개발에 따른 국가의 책임 면제조치필요
광물법 초안 1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 현행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5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은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여야 하는바, 참여기업의 의사
소통창구마련 필요

협의회 운영 1 100

부처간 실무자 
협의회 운영

- 관련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5
- 상업개발을 위해 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정

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부처간 협의채
널 구축필요

협의회 운영 5 100

체약자 간 협력
관계 추진

- 국제해저기구 회기 내 체약국 회의 참석 5
- 상업개발을 위한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견 수렴 및 통일을 위한 창구마련필요
체약국 회의 참

석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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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달성도
(%)

3차년도
(2018년)

망간단괴 개발권 획
득을 위한 독점탐사

광구 자료획득

광구지역 탐사

- 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정점자료
획득1 10

- ISA 의무사항이행 및 개발권 신청 시 필수
자료

대표구역 영상 및 
정점자료 획득여부

16/15 100

- 광구지역 내 중·대형 ,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2 10

- ISA 의무사항이행 및 개발권 신청 시 필수
자료

생물자료 획득여부 26/15 100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 후방산란특성을 이용한 가채량 해석기준 확립 20 -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도면작성(1건)
(1m×1m 해상도)

1 100

환경영향평가 기
반구축

- ISA 환경보호구역(APEI 1) 기초환경 baseline 
제시3 2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환경인자 자료 획득
여부

21/21 100

- 저서생물 종 분석 및 공간분포 규명4 15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도면작성여부 4/4 100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의
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유지 5 - ISA 탐사권 유지 활동보고서 1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

화

정밀 개발타당성 

평가
- 금속 가격동향 및 로열티 제도분석 5 - 개발권 신청에 대비한 지불제도 분석 필요

동향 및 제도분석 
결과보고서 1건

1 100

심해저 광물개발
법

- 심해저 광물개발을 위한 법안 입법 지원 5
- 심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및 개발에 따른 국가의 책임 면제조치필
요

광물법 입법 지원 1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
의회 운영

-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2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은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여야 하는바, 참여기업의 의
사소통창구마련 필요

협의회 운영 1회 1 100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과 관련된 개도국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1회(2인)

3
-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인력 양성 및 저변확

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2 100

체약자 간 협력관
계 구축

- 체약국간 회의 참석 및 협력방안 마련 2
-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마련 필요
체약국 회의 참석 1 100

학술논문 게재
- 망간단괴 연구 SCI 특별호 발간

- 국내외 관련학회 특별세션 개최
3 - 망간단괴 사업의 학문적 성과 향상

학술지 발간
특별세션 개최

1 80

1.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기준 확립자료 획득: 심해저카메라(DCS) 영상자료 3측선(각 15㎞), 상자형코어(BC) 12정점(4정점/각 측선)
2. 환경영향평가 기준수립 연구를 위한 중대형 거대 저서생물 시료획득(통계적으로 유의한 시료 정점수 고려):다중코어(MC) 3회, BC 5회, DCS 영상자료 5회, Benthic Lander 1회, Baited Trap 1회
3. 망간단괴 개발 시 환경영향 정도를 판단할 환경보호구역 기초환경 baesline 제시(광구지역과의 환경비교): 
    1) 수층환경: CTD 2회(수온 염분, 용존산소, 무기영양염, TOC, 엽록소-a, metals),MOCNESS 4회(동물플랑크톤) 
    2) 저층환경: MC 3회(중형저서생물, TOC, TN), BC 5회(대형저서생물), Baited Trap 1회(심해어류)
    3) 영상조사: DCS 영상자료 5회, Benthic Lander 1회(거대저서생물)
4. 환경변화 규명을 위한 망간단괴 분포지역 생물종분석 및 공간분포 규명: 중형 , 대형, 거대저서생물 종분류, 분류군별 공간 분포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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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달성도
(%)

4차년도

(2019년)

망간단괴 개발권 획

득을 위한 독점탐사

광구 자료획득

광구지역 탐사

- 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 정점자료 
획득1 20

- ISA 의무사항이행 및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 자료

대표구역 영상 및 

정점자료 획득여부
13/15 87

- 광구지역 중·대형 저서생물 시료 획득2 20
- ISA 의무사항이행 및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 자료
생물자료 획득여부 28/22 100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 대표지역(2지역) 후방산란특성 해석

- 후방산란특성을 이용한 가채량 해석기준 확립/
적용

30 -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자료해석

도면작성(1건)
1 100

환경영향평가 기

반구축

- 광구지역 광역 환경 조사3 1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환경인자 DB 보완 21/14 100

- 저서생물 종다양성 및 공간분포분석4 1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시료확보

도면작성(1건)

3건

26종
100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의

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유지 5 - ISA 탐사권 유지 활동보고서 1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

의회 운영
-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2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은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여야 하는바, 참여기업의 의
사소통창구마련 필요

협의회 운영 2회

(10개 기관)
1/2 50

체약자 간 협력관

계 구축
- 체약국간 회의 참석 및 협력방안 마련 1

-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

체약국 회의 참석 2 100

교육프로그램 운

영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대학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개도국 전문가 선상교육(2개국 2인) 1건

- 개도국 인턴쉽 1인 1건

- OST 신규과목 설정 1건

2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인력 양성 및 저변확

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탐사참여 현장교

육)

2/1

1

1

1

100

1.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기준 확립자료 획득: 심해저카메라(DCS) 영상자료 3측선, 상자형코어(BC) 12정점(4정점/각 측선)
2. 환경영향평가 기준수립 연구를 위한 중대형 거대 저서생물 시료획득 
    1)  다중코어(MC) 6회, BC 6회, DSC 영상자료 6회, Benthic Lander 2회, Baited Trap 2회
3. 광구지역의 광역 환경조사를 통한 자연변화량 범위 추정 및 환경㏈ 보완: 
    1) 수층환경: CTD 2회(수온 염분, 용존산소, 무기영양염, TOC, 엽록소-a, metals), NET 2회,MOCNESS 2회(동물플랑크톤) 
    2) 저층환경: 다중코어(MC) 6회(TOC, TN), EBS(Epi Benthic Sledge) 2회
4. 저서생물 종다양성 및 공간분포 특성규명
    1) 중형, 대형, 거대저서생물 종분류 분류군별 공간분포 도면 작성
    2) 우점종에 대한 DNA 자료 확보(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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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달성도
(%)

5차년도

(2020년)

망간단괴 개발권 획

득을 위한 독점탐사

광구 자료획득

광구지역 탐사

- 가채량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음향자료 획득1 18
- ISA 의무사항이행 및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대표구역 음향자료

획득여부

670/

533
100

- 광구지역 중·대형 저서생물 시료 획득2 17
- ISA 의무사항이행 및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생물자료 획득여부 11/14 78.6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 단독개발광구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 10 - ISA 개발권 신청 시 필수자료

가채량평가

평가지침서
1 100

환경영향평가 

기반구축

- 광구지역 및 보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확립

1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1 100

- 저서생물 종다양성 및 공간분포분석4 10 - ISA 환경연구 관련규정 우점종 분석 12/8 100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국제해저기구 

의무사항 이행

- 독점탐사권 유지 및 개발권 신청서 또는 탐
사권 연장 내용 작성

15 - ISA 탐사권 유지

연차보고서

개발권(탐사권연장)

신청서

1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

화

정밀 개발타당성 

평가
- 비즈니스모델 기반 정밀 개발타당성 평가 10

- 심해저 광물자원의 성공적 기업유인을 위
해서 경제성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 1 100

상업개발전략 수립 - 망간단괴 개발 비즈니스 모델 수립 2
- 현재 정부주도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개발주체 설립 
필요

모델 수립 1 100

민간기업 

투자참여 유치
- 자원개발 관련 대상 민간기업 참여설명회 4

-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심해저자
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 필요

설명회 개최

(설문조사로 대체)
1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해저자원개발협의
회 운영

-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2 - 참여기업의 의사소통창구마련 필요
협의회 운영 2회

(10개 기관)
0/2 0

체약자 간 

협력관계 구축
- 체약국간 회의 참석 및 협력방안 마련 1

- 이해당사국인 체약국간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마련 필요

워크숍개최 및 회의 1 100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대학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1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탐사참여 현장교육)
1 100

1. 망간단괴 가채량 평가기준 확립자료 획득: DTSSS 후방산란자료(19개 측선, 533 L-㎞)*

  * 실 탐사기간(17일) 중 12일 기간을, 기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구역 영상/정점자료 획득을 대체하여 연구기간(2016~2019)동안 수행하지 못한 DTSSS 후방산란자료양 상향(수행내용 조종)
2. 환경영향평가 기준수립 연구를 위한 중ㆍ 대형ㆍ 거대 저서생물 자료 및 시료획득 
    1)  MC 6회, BC 6회, Benthic Lander 2회
3. 광구지역의 광역 환경조사를 통한 자연변화량 범위 추정 및 환경DB 보완: 
    1) 수층환경: CTD 1회(수온, 염분), NET 1회, MOCNESS 2회(동물플랑크톤) 
    2) 저층환경: MC 6회(TOC, TN), EBS(Epi Benthic Sledge) 2회
4. 저서생물 종다양성 및 공간분포 특성규명
    1) 중형, 대형, 거대저서생물 종분류 분류군별 공간분포 도면 작성    
    2) 우점종에 대한 DNA 자료 확보(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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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 없음)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총 34건 , SCIE 26건, 비 SCI 8건)

번

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

여

율

1

Climatic evolution of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since the Last Glacial 

Maximum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서인아 17(8) 미국

The 

American 

Geophysic

al Union

SCIE 2016.10.03 1525-2027

2

Latitudinal change in 

benthic foraminiferal fauna 

by ITCZ movement along 

the-131°W transect in the 
Equatorial Pacific Ocean

OCEAN 

SCIENCE 

JOURNAL

Hiroyuki 

Takata
51(4) 한국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SCIE 2016.12.31 1738-5261

3

Response of the Pacific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to global cooling and 

initiation of Antarctic 

glaciation across the Eocene 

Oligocene Transition

SCIENTIFIC 

REPORTS 
형기성 6(1) 영국

Nature 

Publishing 

Group

SCIE 2016.08.10 2045-2322

4

Terrestrial biome 

distribution in the Late 

Neogene inferred from a 

black carbon record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SCIENTIFIC 

REPORTS 
김동현 6(1) 영국

Nature 

Publishing 

Group

SCIE 2016.09.08 2045-2322

5

심해저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검토 -해양환경에 대한 

심대한 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모영동 27(1) 한국 충남대학교 비SCIE 2016.04.01 1229-2699

6

Effect of eolian Fe-supply 

change on the phytoplankton 

productivity and community 

in central equatorial 

Pacific Ocean during the 

Pleistocene: A lipid 

biomarker approach 

ORGANIC 

GEOCHEMISTRY

Adegoke 

Badejo

112

(1)
영국 Elsevier SCIE 2017.09.01 014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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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ffect of increased pCO2 in 

seawater on survival rate of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harpacticoid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NIMAL CELLS 

AND SYSTEMS
오제혁 21(3) 한국

Taylor&Fr

ancis
SCIE 2017.06.01 1976-8354

8

Two species of the 

conifera-subgroup of 

Triconia (Copepoda, 

Oncaeidae) from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with a description 

of the unknown male of T. 

hirsuta

ZOOTAXA 조규희
4286

(3)

뉴질

랜드
Elsevier SCIE 2017.07.03 1175-5326

9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박성욱 32(2) 한국

한국해양

수산개발

원

비SCIE 2017.12.26 1225-0341

10

Preface for the Special 

Volume on Exploration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OCEAN 

SCIENCE 

JOURNAL

형기성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1

Fine-scale Microbi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Manganese Nodules in 

Deep-sea Sediment of the 

Korea Deep Ocean Study Area 

in the Northeast Equatorial 

Pacific

OCEAN 

SCIENCE 

JOURNAL

조혜연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2

Distribution and Variability 

of the Meiobenthic 

Assemblages near the Korean 

Polymetallic Nodule Claim 

Area of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Subequatorial NE 

Pacific)

OCEAN 

SCIENCE 

JOURNAL

민원기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3

Variability in particle 

mixing rates in sediments 

with polymetallic nodules in 

the equatorial eastern 

Pacific as determined from 

measurements of excess 210Pb

OCEAN 

SCIENCE 

JOURNAL

형기성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4

Resource Assessment of 

Polymetallic Nodules Using 

Acoustic Backscatter 

Intensity Data from the 

Korean Exploration Area,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SCIENCE 

JOURNAL

유찬민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5

Characterization of deep-sea 

macrofauna in the Korean 

exploration claim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Northeastern 

Pacific Ocean

OCEAN 

SCIENCE 

JOURNAL

유옥환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6

Rock magnetic Approaches 

Used on Deep-sea Sediments 

in the Northea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SCIENCE 

JOURNAL

박정기 53(2) 한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SCIE 2018.06.30 1738-5261

17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size and mass of a nodule in 

the KR5 area for the 

development of a manganese 

nodule miner

OCEAN 

ENGINEERING

Saekyeol 

Kim

171

(1)

네덜

란드 
Elsevier SCIE 2019.01.01 0029-8018

18

Wavelet-based verification 

of a relative paleointensity 

record from the North 

Pacific

EARTH 

PLANETS AND 

SPACE

신지영 71(88) 독일 Springer SCIE 2019.08.19 1343-8832



- 486 -

 

19

The Seagoing Scientist's 

Toolbox: Integrated Methods 

for Quality Control of 

Marine Geophysical Data at 

Sea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Hamilton

M.
20(11) 미국

The 

American 

Geophysic

al Union

SCIE 2019.10.01 1525-2027

20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of a pick-up 

device of a manganese nodule 

pilot mining robot using the 

Coanda effect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Saekyeol 

Kim
33(8) 한국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SCIE 2019.08 1976-3824

21

Suppressed CO2 outgassing by 

an enhanced biological pump 

in the Eastern Tropical 

Pacific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OCE

AN

김형직
124

(11)
미국 Wiley SCIE 2019.12.28 2169~9275

22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로열티에 대한 

검토

해양정책연구 박성욱 34(1) 한국

한국해양

수산개발

원

비SCIE 2019.06.30 1225~0341

23
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 및 

설립논의 검토

국제해양법연

구
박성욱 3(2) 한국

국제해양

법학회
비SCIE 2019.12.20 2586-4505

24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논의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정책

학회지
박성욱 3(1) 한국

한국해양

정책학회
비SCIE 2019.12.26 1225-0341

25

해양환경에 따른 부유성 

유공충 용해 정도 지표의 적용 

가능성 평가 

지질학회지 이유리 56(1) 한국
대한지질

학회
비SCIE 2020.03.02 0435-4036

26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박성욱 35(1) 한국

한국해양

수산개발

원

비SCIE 2020.06.30 1225-0341

27
국제해저기구의 전략계획 및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해양법연

구
박성욱 4(1) 한국

국제해양

법학회
비SCIE 2020.06.30 2586-4505

28

Biological carbon pump 

efficiency enhanced by 

atmospheric dust deposition 

in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JOURNAL OF 

MARINE 

SYSTEMS

김형직 224
네덜

란드
Elsevier SCIE 2021.09.01 0924-7963

29

Identification of marginal 

and joint CDFs using 

bivariate type I interval 

multiply censored data for 

RBDO of a pick-up device of 

a pilot mining robot

STRUCTURAL 

AND 

MULTIDISCIPL

INARY 

OPTIMIZATION

김새결 63 독일
Springer-

Verlag
SCIE 2021.02.25 1615-147X

30

Extent of impact of deep-sea 

nodule mining mid-water 

plumes is influenced by 

sediment loading, turbulence 

and thresholds

COMMNICATION

S EARTH & 

ENVIRONMENT

Carlosmu

ñoz-Royo
2 영국

Springer 

Nature
SCIE 2021.07.27 2662-4435

31

Characteristics of sediment 

resuspension on a deep 

abyssal plain in the Eastern 

Tropical Pacific Ocean

JOURNAL OF 

SEA RESEARCH
김민경 175

네덜

란드
Elsevier SCIE 2021.07.14 1385-1101

32

Patterns of Macrofaunal 

Biodiversity Across the 

Clarion-Clipperton Zone An 

Area Targeted for Seabed 

Mining

FRONTIERS IN 

MARINE 

SCIENCE

Travis 

W. 

Washburn

8
스위

스

Frontiers

media SA
SCIE 2021.04.01 2296-7745

33

Characterization of Fines 

Produced by Degradation of 

Polymetallic Nodules from 

the Clarion-Clipperton Zone

MINERALS 김문기 11(2)
스위

스

Multidisc

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SCIE 2021.02.15 2075-163X

34

Assessment of scientific 

gaps related to the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deep-seabed 

mining

Marine 

Policy

Diva J. 

Amon

네덜

란드
Elsevier SCIE in press



- 487 -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The 37th Symposium on Ultrasonic Eletronics(USE) 2016 주종민 2016.11.18
Tagajo City Cultural 

Center
일본

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sia Regional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s

주세종 2016.08.30
Grand Copthorne 

Waterfront Hotel
싱가포르

3
STAR 2016: The Pacific Islands Science, Technology 

and Resources Conference
유찬민 2016.06.06

Tanoa International 

Hotel
피지

4 2016 한국해양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안기수 2016.12.02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한국

5 2016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안기수 2016.11.25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

6
2016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박성욱 2016.11.25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

7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양희철 2017.11.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

9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양희철 2017.04.28 목포해양대학교 한국

9 15th Deep-Sea Biology Symposium 유옥환 2018.09.09
Monterey 

Conference Center
미국

10 Underwater Mining Conference 2019 김형직 2019.09.27

JWmarriott Hotel 

Sanya Dadonghai 

Bay

중국

11 2020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 학술대회 김문기 2020.11.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12 Goldschmidt 2020 김문기 2020.06.21 온라인 유럽

13 2021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김상렬 2021.05.13 온라인 한국

14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민원기 2020.11.27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한국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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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COMPOUND SAMPLE 

EXTRACTION 

APPARATUS

미국

이근창, 

함동진, 

지상범

김경홍

2016.08

.16

US 

9,416,65

4 B2

50%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

(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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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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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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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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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없음)

  5) 목표 달성 수준 

가) 2016년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Ÿ 후방산란 분류도 작성

Ÿ 환경기준강화 대비 국제동향분석 및 추가환경연구 상세계획 수립

Ÿ 저서생물 분석기준 확립 및 인벤토리 구축

Ÿ ISA 연차보고서 제출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Ÿ 국내 개발기술에 기반한 평가변수 도출

Ÿ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법률 초안 작성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10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회 설립

Ÿ 4개 이상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Ÿ 3개국 이상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Ÿ 국제해양광물학회 개최

62.5

나) 2017년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Ÿ ISA 연차보고서 제출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Ÿ 심해저 광물자원의 성공적 기업유인을 위해서 경제성평가 수행

Ÿ 심해저 광물개발에 특화된 법률안 작성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Ÿ 부처간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Ÿ 체약국이 참여하는 회의 참석 

100

다) 2018년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획득

Ÿ 가채량 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정점자료 획득(3측선, BC 13

정점)

Ÿ 광구지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26건)

Ÿ 후방산란특성을 이용한 가채량 해석기준 확립을 위한 도면 작성

Ÿ ISA 환경보호구역(APEI 1) 기초환경 baseline 제시(21건)

Ÿ 저서생물 종 분석 및 공간분포 규명(도면 4건)

100



- 493 -

라) 2019년

마) 2020년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Ÿ ISA 연차보고서 제출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Ÿ 금속 가격동향 및 로열티 제도분석

Ÿ 심해저 광물개발을 위한 법안 입법 지원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1회

Ÿ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과 관련된 개도국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1회(2인), 실해역 탐사참여 

Ÿ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10차 한중협력회의 개최, 폴란드

워크숍 참여)

Ÿ 체약국간 회의 참석 및 협력방안 마련

Ÿ 망간단괴 연구 SCI 특별호 발간

Ÿ 국내외 관련학회 특별세션 개최

95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획득

Ÿ 가채량 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영상ㆍ정점자료 획득(3측선, BC 

10정점(14회))

Ÿ 광구지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28건)

Ÿ 대표지역(2지역) 후방산란특성 해석 도면 작성

Ÿ 광구지역 광역 환경 조사(조사회수 21건)

Ÿ 저서생물 종 분석 및 공간분포 분석(도면 3건, 유전자 자료 26건)

95.7

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Ÿ ISA 연차보고서 제출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1회

Ÿ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참석 2건(생물다양성 자료 통합 워크숍, 

제3차 한·중 심해저광물자원 공동워크숍)

Ÿ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대학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해역 탐사시 대학원생 2명 참여)

Ÿ 개도국 전문가 1명 실해역 탐사 참여

Ÿ 개도국 인턴쉽 1인

Ÿ OST 신규과목 설정 1건

83.3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망간단괴 개발권 

획득을 위한 

독점탐사광구 

자료획득

Ÿ 가채량 평가를 위한 대표구역 음향자료 획득(면적: 670.7㎢)

Ÿ 광구지역 내 중·대형, 거대저서생물 시료 획득(MC 10회, BL 1회)

Ÿ 가채량평가 지침서 작성

Ÿ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작성

Ÿ 저서생물 종 분석(우점종 유전자 자료 확보) 및 공간분포 분석

(도면 8건, 유전자 자료 4건)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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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 독점광구 

유지 및 관리

Ÿ ISA 연차보고서 제출

Ÿ 탐사권연장 신청서 제출
100

망간단괴 상업개발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Ÿ 비즈니스모델 기반 정밀 개발타당성 평가

Ÿ 망간단괴 개발 비즈니스 모델 수립

Ÿ 자원개발 관련 대상 민간기업 참여설명회를 설문조사로 대체

100

망간단괴 개발여건 

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 미수행

Ÿ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참여(ISA 워크숍: 이미지 기반 종 다양성 

평가 향상)

Ÿ 교육 프로램운영(실해역 탐사시 대학원생 1명 참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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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1. 2016년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를 심해저자원개발 협회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자원개발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여건으로 당장 협회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2.4.1.1 참조)

Ÿ 범부처 협의회구성은 실무자 협의체로 바뀌면서 심해저 광물자원의 사업화보다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에 대응하여 당면한 외교적 현안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의 경우 2~3월 이사회와 함께 7~8월 이사회, 총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이 우선 분석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와 1차 협의 후, 2차 외교부와 합동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훈령을 받는데 활용하였음(2.4.1.2 참조)

Ÿ 3개국 이상 체약국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가 계획되었으나 별도의 워크숍은 개최하지 않고 ISA 

22회기 전체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 지역그룹별 회의와 함께 체약자간 회의에 수시로 참가함

2. 2018년

Ÿ 국내외 관련학회 특별세션을 개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일정 중복으로 미시행되었음

3. 2019년

Ÿ 가채량 평가를 위한 BC 12정점에 대한 자료획득을 계획하였으나, 실해역의 기상 및 해황의 

영향으로 10정점에 대한 자료를 획득함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을 2회로 계획하였으나 관련 기업들의 참여의지가 적어 1회만 수행함

4. 2020년

Ÿ 광구지역 중 대형 저서생물 시료획득이 BC 6정점, MC 6정점, 그리고 BL 2정점을 계획 

하였으나,  온누리호 메인윈치 성능 저하로 MC 10정점과 BL 1정점에 대한 자료를 획득함

Ÿ 심해저자원개발 협의회 운영을 2회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및 관련 기업들의 낮은 

참여의지로 회의 개최를 못하였음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Ÿ 독점탐사 광구에서는 향후 개발권 신청/획득에 필요한 정밀 자원량 평가 자료와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에 필수적인 환경자료를 계획대로 획득함

Ÿ 우리나라 독점탐사 광구 해역에 대한 수층 및 심해저층 환경자료(수괴특성, 수층환경인자, 

플랑크톤, 퇴적물환경특성 등)을 획득하여 각 지역 간 비교 분석으로 기초환경에 대한 baseline 

(기준점)을 보완 제시함

Ÿ 저층충격시험과 같은 규모 이상의 실험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하여 20년간의 독점 탐사광구에서의 기초환경조사 연구를 정리하였음

Ÿ 환경영향평가 기준수립 연구를 위한 KR5 광구 내 저서생태계에 서식하는 중형저서생물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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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고, 중형저서생물군집에 대한 당해연도 분석과 함께 기존 결과를 모두 집약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연간변화 및 공간분포 도면을 작성함

Ÿ 중형저서생물 주요 우점종인 선형동물 31종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당해역 

중형저서생물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DB를 확보함

Ÿ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해저면 사진자료 45,718장을 분석, 우점종과 출현 분류군의 

공간분포와 지리적 연관성을 파악함

Ÿ 광구해역 심해저면에 Baited trap을 계류하고 심해어류의 시료를 성공적으로 획득하여 종 분류를 

수행함

Ÿ 대한민국 심해저 망간단괴 활동 연차보고서를 차질 없이 매년(6회)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고 

법률기술위원회 검토를 거쳐 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받음

Ÿ 개도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8년 교육생 2인을, 2019년에는 2인을 선발하여 실해역 

탐사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교육시켰으며(1인은 비자문제로 참여 못함, 최종 1인 참여), 또한 인턴 

교육생 1인을 선발하여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연구 교육훈련을 

수행함으로써 탐사 연장계약에 명시된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을 완료함

Ÿ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심해저 자원개발 추진동향, 4차산업 

핵심소재 확보를 위한 심해저 광물자원의 역할을 소개함 

Ÿ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에서 2019학년도 2학기에 ‘심해생물 생태학’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 시행

Ÿ 2018년 부경대 1인, `19년 부산대 대학원생 1인, 한국해양대 대학원생 1인, `21년에는 충남대 

1인을 실해역 탐사에 승선, 현장 실습 수행을 통해 심해저 관련분야 국내전문가 양성에 기여

Ÿ SCI급 전문학술지에 26편, 그리고 비SCI 학술지에 8편을 게재하여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학술교류를 활발히 시행함

Ÿ 조사해역의 대형저서동물 서식 특성을 분석한 논문(Ocean Science Journal, 2018)과 미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문(Ocean Science Journal, 2018)이 Ocean Science Journal (국내 SCIE급 

해양과학학술지)로부터 2021년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함

Ÿ 심해저자원개발분야에 막대한 투자로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한‧중 심해저자원개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한국 8개, 중국 4개 등 총 12개 연구결과 발표) 양국에 유익한 

협력을 위해 공동승선, 연구실 상호방문 등 실질적 이행방안을 포함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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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5-2. 관련 분야 기여도

1. 기술적인 측면

Ÿ 정밀, 제어계측, 소재 산업기술과 연계한 첨단관측 장비 개발 및 운영

Ÿ 해양자원의 실용화 기술 연계 연구로의 확대, 수행

Ÿ 환경연구 및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술은 망간각, 열수광상, 가스하이드이트 등 해저광물

자원 분포지역에 적용 가능

Ÿ 설정된 환경인자들의 자연변화범위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Ÿ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의 발간은 기술이전을 위한 광물채광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및 모니터링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짐

2. 경제ㆍ사회적인 측면

Ÿ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광물자원의 장기ㆍ안정적 수급계획 수립

Ÿ 우리나라 광구지역의 수층 및 저층 환경을 정밀히 파악함으로써 집광 및 양광 시스템의 효율 증대

Ÿ UN 해양법 및 국제해저기구와 국가 간 계약사항 준수 및 표준화로 국가인지도 향상

3. 산ㆍ학ㆍ연 협동연구/사업

Ÿ 국내대학 연구팀의 자원ㆍ해양ㆍ수산학계의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학연 협동에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1. 광구 및 자료 관리

-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R&D 사업 종료(2021.12) 이후 개발권 신청 이전까지 

해양수산부 일반용역과제 “국제해저기구 협력∙대응사업” 수행(2022.3 개시)으로 대한민국 망간단

괴 광구의 탐사권 유지, 향후 개발규칙 제정에 따른 대응 및 개발권 신청을 위해 성과 관리 예정

- 획득자료와 연구결과는 향후 5년간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활동 연자보고서 작성/제출/심사에 활용

될 예정으로 기존 분석 자료 및 해석 결과를 종합관리 예정   

2.  전문인력 및 장비 관리

- 전문인력은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과 서태평양 망간각 최종광구 선별/확정에 필요한 실해역 

탐사, 자원량 평가 및 환경연구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탐사장비와 분석장비의 활용기술,  

해석기술을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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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1. 성과의 활용

Ÿ 채광시스템제작 및 파일럿 시험, 해양탐사장비 핵심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Ÿ 망간단괴 자원개발 기술을 다른 분야의 해양광물자원개발(해저산 지역에 분포하는 망간각 및 

지각 생성/소멸지역의 해저열수광상)에 활용

Ÿ 심해환경 영향평가기술 및 환경보존 기술개발로 상업적인 개발 근거 마련 

Ÿ 단독개발 광구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연구결과는 ISA 요구사항에 따른 의무이행 

준수사항으로, 망간단괴 개발권 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 및 우리나라 심해환경 연구체계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 

Ÿ 단독개발 광구지역 저층의 해양물리 및 지질공학적 환경 자료는 집광 및 양광기술 설계에 

제공됨으로써 비용 효율적 채광시스템 운영에 활용

Ÿ 저층에서의 환경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해야 할 인위적 저층 환경충격시험의 대상지역 

선정과 시험상세설계에 활용 

Ÿ 획득된 기술은 망간각, 열수광상,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저광물자원 분포지역의 환경연구 및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Ÿ 망간단괴 광구해역에서 환경충격실험 또는 집광로봇의 실해역 시험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필요시 활용

2.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

o 기술적 측면

Ÿ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망간단괴 잔사확산모델의 구축을 통해 수층에서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인위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가능

Ÿ 향후 상업생산에 따른 환경영향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표구역 저층 환경충격시험 설계 기반 확립

Ÿ 저층환경충격실험에 따른 심해 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확보

Ÿ 친환경 집광로봇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자료 제공

o 경제ㆍ산업적 측면

Ÿ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금속광물자원의 장기·안정적 자원 확보

Ÿ 연 300만톤 망간단괴 개발을 통한 연간 15억불 수입대체 효과 창출

Ÿ 전기, 전자, 제어계측, 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파급

Ÿ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비교우위경쟁력 확보

Ÿ 신해양산업인 심해저광업의 기반 구축

Ÿ 우리나라 광구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상업생산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심해환경 영향평가 기술 및 환경보존 기술개발로 환경분담 비용 절감

Ÿ 우리나라 광구지역의 수층 및 저층 환경을 정밀히 파악함으로써 집광 및 양광 시스템의 효율 증대

Ÿ UN 해양법 및 국제해저기구와 국가 간 계약사항 준수 및 표준화로 국가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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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

결정사유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아래 사항

에 해당 없으므로, 일반등급 분류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

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국가핵심기술

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 

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해당사항 없음)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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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미래해양광물자원사업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시행한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 및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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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3.13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의 연평균 유속과 여름철 평균 유속
	그림 2.3.3.2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 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 비교.
	그림 2.3.3.28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KOMO1 정점과 BIS 정점에서의 심층해류의 누적유속도 비교.(A) 연평균 누적유속도, (B) 여름철 평균 누적유속도.
	2.3.3.2.3.3. 수층의 화학적 환경특성
	그림 2.3.3.29  (a, d) 총무기탄소, (b, e) 용존산소, (c, f) 총유기탄소의 수직분포 (2003: 5°~ 17°N(a, b, c), 2005: 0°~ 12°N(d, e, f)).
	그림 2.3.3.30  (a, d) 질산염(아질산염 포함), (b, e) 인산염, (c, f) 규산염의 수직분포(2003: 5°~17°N(a, b, c), 2005: 0°~12°N(d, e, f)).
	그림 2.3.3.31  남쪽 및 북쪽 광구해역에서 파악된 (a) pH와 (b) 용존산소(DO)의 수직상자분포 (상자내부 수직선: 중앙값, 상자외부 수평선: 자료의 표준범위=1.5×사분의범위).
	그림 2.3.3.32  남쪽 및 북쪽 광구해역에서 파악된 (a) 아질산염(NO2)+질산염(NO3)과 (b) 총유기탄소(TOC)의 수직상자분포(상자내부 수직선: 중앙값, 상자외부 수평선: 자료의 표준범위=1.5×사분의범위).
	표 2.3.3.14  2011년부터 2014년까지 KOMO와 BIS 정점의 동일 수심에서 수층 환경 인자들의 평균 농도로부터 비교된 카이제곱(χ2)검증 결과
	그림 2.3.3.33  연구시기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의 수심 200 m 이내에서 파악된 (a) 부유물질(SS),(b) 엽록소-a(Chl.-a), (c) 용존산소(DO), (d) 아질산염(NO2)+질산염(NO3), (e) 인산염(PO4),(f) 규산염(Si(OH)4), (g) 총유기탄소(TOC), (h) 입자유기탄소(POC) 그리고 (i) 입자유기질소(PON)의 평균 총량(붉은색 점선은 총량의 최소, 검은색 실선은 총량의 최대임).
	그림 2.3.3.34  연구시기동안 KOMO 정점과 BIS 정점의 심해수층(수심 4,000 ∼ 5,000 m)에서 파악된 (a) pH, (b) 부유물질(SS), (c) 용존산소(DO), (d) 아질산염(NO2)+질산염(NO3), (e) 인산염(PO4), (f) 규산염(Si(OH)4), (g) 총유기탄소(TOC), (h) 입자유기탄소(POC) 그리고 (i) 입자유기질소(PON)의 평균 농도(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점선은 95% 신뢰구간임).
	표 2.3.3.15  해수시료를 채취한 CTD 정점의 위치 및 해수채취 수심
	그림 2.3.3.35  북동태평양 망간단괴 분포해역의  조사해역(BIS, KOMO, Pilot Area, APEI-6 및 APEI-9).
	표 2.3.3.16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의 인산염, 질산염+아질산염, 규산염의 최대ㆍ최소값 
	그림 2.3.3.36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질산염,(b) 인산염,(c) 규산염의 수직분포도.
	그림 2.3.3.3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에서의 N/P ratio, (a) BIS지역, (b) KOMO지역, (c) APEI-9지역, (d) APEI-6지역).
	그림 2.3.3.38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POC, (b) PON, (c) TOC,  (d) DOC 수직분포도.
	표 2.3.3.1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탄소 및 질소성분의 최대ㆍ최소값
	그림 2.3.3.39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Mn, (b) Co, (c)용존산소 수직분포도. 
	그림 2.3.3.40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수층 내 (a) Ni, (b) Ba, (c) Cd 수직분포도.
	2.3.3.2.4. 해양지질 및 지화학
	2.3.3.2.4.1. 퇴적물분포 및 지화학 특성
	그림 2.3.3.41  우리나라 광구지역을 포함한 북동태평양 적도해역의 위도별 해저퇴적물 암상 변화.
	그림 2.3.3.42  KR5 광구 수심과 Unit 1 퇴적물 두께.
	표 2.3.3.18  표층퇴적물(10 - 40 cm)의 평균전단강도에 따른 퇴적물의 4가지 분류기준
	그림 2.3.3.43  OMO 지역과 BIS 지역의 깊이에 따른 전단강도 비교.
	표 2.3.3.19  지화학조성 분석을 수행한 다중주상시료 채취정점 위치, 수심 및 길이
	그림 2.3.3.44  지역 및 퇴적상 간 평균 희토류 함량.
	표 2.3.3.20  퇴적상 및 지역에 따른 중금속 함량 평균(ppm)
	그림 2.3.3.45  퇴적상 및 지역에 따른 중금속 함량 평균.
	그림 2.3.3.46  BIS와 KOMO의 상부 10cm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2.3.3.2.4.2. 침강입자 플럭스
	그림 2.3.3.47  북동태평양 적도해역과 아열대 해역 사이에 위치한 KOMO 정점과 저층충격시험 지역 내에 위치한 BIS 정점.
	그림 2.3.3.48  연구기간 동안 관측된 태평양 Niño 3.4 해역의 표층 수온 이상치(a)와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KOMO 정점 인근의 엽록소-a 농도 (b), KOMO 정점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시계열 변화 (c-e).
	그림 2.3.3.49  두 시기(2003 ∼ 2007, 2008 ∼ 2013) 동안 심해저층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월별 변화.
	그림 2.3.3.50  연구기간 동안 KOMO 정점(4,500 m 수심)과 BIS 정점에서 관측된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의 변화(a)와 (b)관계성.
	2.3.3.2.4.3. 퇴적율
	그림 2.3.3.51  BC08-02-13의 퇴적 깊이에 따른 10Be 농도변화.
	그림 2.3.3.52  BC08-02-13의 퇴적상과 각 Facies 경계의 연대값.
	2.3.3.2.4.4. 퇴적물 내 탄소 및 질소 분포특성
	그림 2.3.3.53  퇴적상의 위도별 분포(A)와 표층퇴적물 내 총탄소(B), 총질소(C), 유기탄소(D), 엽록소-a 적분값(수심 100 m까지)(E)의 위도별 분포.
	표 2.3.3.21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95%, 5%: 95%신뢰구간, Max.: 최대값, Min.: 최소값, Median: 중간값, Mean: 평균, SD: 표준편차)
	그림 2.3.3.54  광구별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
	표 2.3.3.22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95%, 5%: 95%신뢰구간, Max.: 최대값, Min.: 최소값, Median: 중간값, Mean: 평균, SD: 표준편차)
	그림 2.3.3.55  저층충격지역과 보존지역(KOMO)에서 표층 퇴적물중 총탄소, 유기탄소, 총질소 함량과 탄소/질소 비의 자연변동 범위.
	(A)총탄소, (B)유기탄소, (C)총질소, 그리고 (D)C/N ratio의 수직분포도.
	표 2.3.3.23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표층퇴적물(1 cm) 내 총탄소, 유기탄소, 무기탄소, C/N ratio 그리고 총질소의 평균함량 비교
	그림 2.3.3.57  광구지역 및 환경보호구역 표층퇴적물(1 cm) 내 총탄소, 유기탄소의 평균함량 비교.
	2.3.3.2.4.5 저층 경계면 산소 소모율 및 영양염 플럭스
	그림 2.3.3.58  연구지역.
	그림 2.3.3.59  PILOT 지역에서의 Benthic lander 계류.
	그림 2.3.3.60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총 산소소모율 실험(On-board).
	그림 2.3.3.61  PILOT과 KOMO 지역에서의 지화학 분석을 위한 코어 샘플.
	그림 2.3.3.62  Rhizon sampler를 이용하여 공극수 시료 채취.
	그림 2.3.3.63  PILOT에서 benthic 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농도 변화.
	그림 2.3.3.64  PILOT 및 KOMO에서 실험실 배양을 통한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변화.
	표 2.3.3.24  현장관측 장비 및 배양실험을 통한 퇴적물 산소소모율 및 유기탄소 산화율
	그림 2.3.3.65  PILOT지역에서 저층 영양염 용출율 (in-situ).
	그림 2.3.3.66  PILOT 및 KOMO 지역에서 저층 영양염 용출율(On-Board).
	그림 2.3.3.67  PILOT 및 KOMO에서 공극수 내 NOX, NH4+, PO43-, Si(OH)4의 수직분포.
	표 2.3.3.25  현장관측 장비 및 배양실험을 통한 저층 영양염 플럭스
	그림 2.3.3.68  전 세계 대양에서 측정한 수심에 따른 퇴적물 산소소모율 변화.
	2.3.3.2.5. 자연재해
	2.3.3.2.6. 소음
	그림 2.3.3.69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운송루트(BGR, 2018).
	2.3.4. 기존 생물학적 해양환경 특성
	2.3.4.1. 지역개요
	2.3.4.2. 광구 및 주변해역의 생물군집
	2.3.4.2.1. 표층
	2.3.4.2.1.1. 바닷새와 포유류
	2.3.4.2.1.2. 식물플랑크톤
	그림 2.3.4.1  조사 정점 위치도. 
	그림 2.3.4.2  혼합된 표준용액의 HPLC 크로마토그램 및 동정. Codes to pigment identities are:1=chl. c3, 2=chl. c2, 3=peridinin, 4= Pheophobide, 5=19'-but., 6=Fucoxanthin, 7=Neoxanthin,8=Prasinoxanthin, 9=Violaxanthin, 10=19'-hex., 11=Diadinoxanthin, 12= Antheraxanthin,13=Alloxanth
	그림 2.3.4.3  Flow cytometer를 이용한 KODOS 수역의 시료 분석. 각 분류군은 주황과 적색 형광을 이용 구분됨.
	그림 2.3.4.4  2007년에 각 조사 정점에서의 수온 및 엽록소-a 농도 수직분포.
	그림 2.3.4.5  1998∼2007년 KOMO 정점의 엽록소 a 농도의 수직분포.
	그림 2.3.4.6  2007년 7월의 동부태평양의 표층 엽록소 a 농도 분포.
	그림 2.3.4.7  2007년 7월 KODOS 지역의 표층 엽록소 a 농도 분포.
	그림 2.3.4.8  1998 ∼ 2007년 적도 정점의 월별 엽록소 a 농도.
	그림 2.3.4.9  1998 ∼ 2007년 북위 5° 정점의 월별 엽록소 a 농도.
	그림 2.3.4.10  1998 ∼ 2007년 KOMO 정점의 엽록소 a 농도.
	그림 2.3.4.11  1998 ∼ 2007년 KOMO 정점의 표층혼합층 깊이와 표층 엽록소 a 농도의 관계.
	그림 2.3.4.12  표층과 SCM층의 지표색소 분포.
	그림 2.3.4.13  표층 엽록소 a 농도에 대한 분류군별 기여율. 
	그림 2.3.4.14  SCM층 엽록소 a 농도에 대한 분류군별 기여율.
	그림 2.3.4.15  KOMO 정점 Synechococcu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 ∼ 2007년).
	그림 2.3.4.16  KOMO 정점의 Prochlorococcu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 ∼ 2007).
	그림 2.3.4.17  KOMO 정점 Picoeukaryotes 개체수의 연별 변화(2001 ∼ 2007).
	그림 2.3.4.18  KODOS 해역의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위ㆍ경도별 개체수 분포.
	그림 2.3.4.19  KODOS 해역의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분류군별 점유율.
	그림 2.3.4.20  KR5 해역 내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 분포.
	그림 2.3.4.21  KR5 해역 내 두 수층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분류군별 점유율. 
	그림 2.3.4.22 연구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생체량 그리고 군집구조.
	그림 2.3.4.23  주간과 야간시간대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와 종조성(ND : 기술적인 문제로 시료획득 실패).
	그림 2.3.4.24  APEI-9 해역에서 동물플람크톤 개체수, 생체량 그리고 군집구조의 수직분포.
	2.3.4.2.2. 수층 미생물(중층)
	2.3.4.2.2.1. 연구방법
	2.3.4.2.2.2. 결과
	그림 2.3.4.25  조사 정점들의 수온, 밀도 및 염분 수직분포도.
	그림 2.3.4.26 조사 정점들의 용존산소 및 겉보기 산소소비량 수직분포도.
	그림 2.3.4.27  조사 정점들의 입자유기탄소, 입자유기질소 및 C/N비 수직분포도.
	그림 2.3.4.28  조사 정점들의 ATP 수직분포도.
	그림 2.3.4.29  조사 정점들의 미생물 세포수 수직분포도.
	그림 2.3.4.30  조사 정점들의 미생물 생산력 수직분포도.
	표 2.3.4.1  조사 정점들의 유광층과 OMZ 중심부에서의 미생물 생체량과 생산력 적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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