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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크릴의 보호
건강한 남극해를 위한 핵심 요인

개요
남극 크릴(학명: 유파우시아 수페르바[Euphausia superba])은 5cm 내외 길이의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극
주변의 수역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크릴은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먹이그물의 기반을 구성하여
남극해 생태계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릴은 개체수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모든 남극 크릴의 총 중량은 자구 상의
다른 모든 동물 종의 총 중량보다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릴의 남획과 기후변화의 영향(특히 남극반도
해역 인근)으로 인해 턱큰펭귄과 아델리펭귄과 같은 종의 서식지의 크릴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 남극의 먹이그물 전체에 그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2
크릴은 단기간에 대규모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루처럼 생긴 그물로 바다 밑을 걷어 올려 갑판
위에서 가공하는 산업용 외항선에 의해 포획됩니다. 크릴은 농장 및 양식산업에 가축용 사료성분,
낚시미끼 및 인간이 소비하는 오메가-3 영양보충제로 사용됩니다.
남극반도 주변의 온도는 지구 상의 그 어는 곳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릴이 달라
붙어있는 바다얼음과 먹이로 삼는 바다얼음조류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합니다. 크릴의 개체수는 전년도의
바다얼음이 덮은 넓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남극에서 여름 동안 크릴의 개체수는 광범위한 동물종에 있어서 생식의 성공 여부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동물종으로는 펭귄, 고래, 물개 및 기타 바닷새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크릴의 산업적
어업이 남극수역에서 증가했으며, 외항선은 종종 먹이를 찾는 펭귄과 그 외의 포식동물을 이용하여 크릴
집중지역을 찾습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약자 ‘CCAMLR’)는 남극반도 주변 크릴 외항선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남극해 여러 구역에 걸쳐 어획량 제한을 부과하여 해당
서식수역의 크릴어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크릴 어획량 관리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펭귄과 그 외의 포식동물들이 먹이를 확보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해당 수역의 모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존위원회에서는 그 먹이그물의 기반인 크릴을 보호하여 남극해를 보호해야 합니다.

남극해에서 크릴의 중요성

1 남극 크릴은 생식에 있어서

바다얼음에 의존합니다. 크릴의
유충과 치어들은 겨울에
바다얼음 밑 근처에 헤엄치면서
조류를 먹고 삽니다.3

2 남극반도 주변의 온도는

지구 상의 그 어는 곳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바다얼음의
급속한 감소를 유발했으며, 그
결과 크릴의 개체수도 역시
감소되었습니다.4

3 과학자들은 남극반도의

바다얼음 소멸이 황제펭귄,
아델리펭귄, 턱큰펭귄의 개체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펭귄들이 얼음
위에서 번식과 새끼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5 또한 바다얼음의
소멸이 펭귄이 선호하는 먹이인
크릴의 개체수를 감소시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6

4 남극 크릴은 남극 먹이그물에서

핵심종으로서 25퍼센트의
다른 포식동물 종에게 주요
먹이원으로 기능합니다.7 크릴은
펭귄, 물개, 고래 및 다수의
어류종의 주요한 먹이감입니다.
또한 크릴은 남극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가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96% 이상을 제공합니다.8

5 펭귄은 남극반도와 스코샤 해에서 모든 바닷새

개체군의 90퍼세트를 차지합니다.9 펭귄은 남극해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써 과학자들이 다른
포식동물들이 생태계와 먹이 개체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7 크릴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펭귄은 먹이를 구하려고
해변에서 더 멀리 헤엄쳐 나가야 하며, 이는 번식과
새끼 양육의 성공률을 낮추게 됩니다.11

크릴 어획의 증가와 크릴 개체수의 감소는
포식동물종 사이의 먹이 경쟁을 증가시킨다.12

6 크릴 트롤선의 어업활동은 펭귄과 물개 군락의

번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해안구역 근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활동은 펭귄 서식처 인근의
국지적인 크릴 개체수를 감소시켜서 펭귄 생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10

크릴은 농장 및 양식산업에 가축용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메가-3 영양보충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결론
남극 크릴은 남극해 먹이그물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크릴 포획의 친생태적 관리는 이러한 피포식종(
크릴)과 포식동물(특히 남극반도 주변의 펭귄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획관리계획에서는 번식 중인 펭귄의 취식지역에서 크릴어획을 제외시키고 크릴 외항선에 100 퍼센트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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