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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에 해수면 상승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측
- 특히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상승은 최근 20년간(1993~2012년) 전지구 평
균 (3mm/yr)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도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총배출량의 1% 미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소멸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당사국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도 해수면 상승의 위기에 처한 소도서
국에 대한 원조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 국토 대부분이 저지대에 속하는 태평양의 소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 태평양 도서국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의 수몰, 자연재해 증가, 농경지
훼손, 식수난 가중 등으로 경제활동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태평양 도서국은 제방 축조, 주택 수직 증축, 가옥 주변 보호는 물론
새로운 이주지를 확보하거나 이민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
지 못하고 있음
□ 해수면 상승 대비 적응대책은 수용(accommodation), 보호(protection), 연
안후퇴(setback)로 구분할 수 있으나,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수용 대책이 최
적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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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토지의 부족, 1차 및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원확보의 한계,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자연자원(산호초, 해변 등) 부존, 낮은 연안 이용밀도 등을 고
려할 때 ‘수용대책’이 최적의 대책으로 판단됨
- 특히 ‘해상복합공간’이 태평양 도서국의 사회, 경제, 자연특성 등의 여건에 가
장 부합하는 대책으로 판단됨
 해상복합공간은 해상에 고정식 또는 부유식 하부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
에 인간의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구
조물을 의미함

□ 해상복합공간에 대한 사례와 계획요소 검토를 통해 도출한 해상복합공간 시
범사업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음
- 해수면이 상승해 기존에 영위하던 생활공간이 수몰되더라도 해상의 대체공
간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함
-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규모로 시설물을 조성하되, 1개 마을
(6인 가족, 12 가구)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함
- 국토면적, 최고 해발고도, GDP, 해수면 상승도 등 이용가능한 지표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결과 ‘투발루’를 시범사업 추진 최우선 대상국가로 선정함
- 중앙에 공동시설 및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주
변부에 개인 주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함
- 하부시설은 구조물의 안정성, 이용자의 편의성, 관리 유용성, 해양환경 변화
대응 유연성을 고려하여 구조형식은 연착저식,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또는 페로시멘트를 제안함
- 상부시설은 공동구역에 마을회관, 전력공급시설, 소방방재시설, 해수담수화
시설, 오폐수정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별구역에 주택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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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온도차,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고, 육상
과 연결로 확보, 해상에 선박 계류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상기 건축계획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약 67억 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정됨
□ 해상복합공간을 태평양 도서국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타당성평가, 시범사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공헌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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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개요

▶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0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이
약 20㎝에 달하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서태평양 지역은 최근 20년간(1993~2012년) 지구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인 3mm/yr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에 해수면 상승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선진국은 수상건축 등 새로운 개념의 거주 공간을
개발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주거단지
개발 시 플로팅 건축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는 2040년까지 약 1,600만m2 규모로 해수면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상주택 등 건물 1만 4,000여 채(5,600명 수용) 건설 프로젝트 추진

덴마크, 영국, 미국, 일본 등도 수상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설계·시공사
가 있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해수면 상승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 반면에 온실가스 총량이 세계 총배출량의 1% 미만에 불과한 소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소멸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2 | 해수면 상승 대비 태평양 도서국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개념 구상

세계적으로 작은 섬나라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약 6,300만 명으로, 이들은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음
※ Frank Ackerman 외(2008.5)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4℃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손실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2100년까지 연간 최대 3,6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특히 국토 대부분이 저지대에 속하는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쿡 제도, 솔로몬
제도와 같은 태평양의 소도서국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

▶ 국제사회는 태평양 도서국의 해수면 상승 취약성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원조와 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음
199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권고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
회의(WSSD)에서는 소도서국의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음
2005년에는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으로 분류되는 37개국이 모여 해수면 상
승과 자연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특히 2014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도서국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을 ‘소도서 개발
도상국의 해’로 선포하였음
❍ 또한 제68차 유엔총회 애쉬 의장도 국제사회에 해수면 상승 위기를 맞고 있는 소도
서국에 관심을 갖고 지구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음

▶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 최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실증할 경우 해양부문의 국제사회 공헌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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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장기적으로 GNI대비 개발원조 예산을 2010년 0.12%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효과성이 높은 원조사업임
동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부문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협력사업 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본 현안분석은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해양구조물을 활용한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지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상복합공간의
기본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대책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상복합공간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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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수면 상승과 태평양 도서국의 실태 분석

1. IPCC 제5차 보고서1)에 따른 해수면 상승

▶ 1901~2010년에 지구 평균 해수면2)은 0.19(0.17~0.21)m
상승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평균 상승률은 과거 2000년의 평균보다
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구 평균 해수면의 평균 상승률은 1901~2010년에 1.7(1.5~1.9)mm yr-1,
1971~2010년에 2.0(1.7~2.3)mm yr-1, 1993~2010년에 3.2(2.8~3.6)mm yr-1였
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간이 갈수록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수의 열적 팽창과 빙하의 융해
(Masselink and Hughes, 2003; Rubenstein etal., 2013; IPCC, 2013), 판구조
운동에 의한 대양저 분지의 형태 변화, 해저 지각의 국지적인 융기와 침강
(Masselink and Hughes, 2003; Goudie, 2006), 인간의 활동(Goudie, 2006;
Bird, 2008)이 제시되고 있음
❍ 1993~2010년의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① 온난화로 인한 해양 열팽창, ② 빙하와
그린란드 및 남극 빙상의 변화, ③ 육지에서의 물 유입이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1) IPCC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후변화(Climate Change)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5차보
고서는 2013년 9월 27일 제36차 IPCC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았음. 해수면 상승은 13장에
서 다루어지고 있음.
2) 어떤 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난 바닷물 표면의 평균적인 고도를 평균 해수면(MSL,
Mean Sea Level)이라고 함(박한산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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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를 설명함

▶ 해수면 상승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에 해당함
서태평양 지역은 최근 20년간(1993~2012년) 지구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인
3mm/yr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진행
❍ 반면에 동태평양 지역은 상승 속도가 지구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
<그림 1> 위성 고도 측량을 이용한 해수면 상승 속도(1993~2012년)

주: 지역별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지구의 평균 해수면 변화를, 회색은 해당 지역의 해수면 변화를 의미함
자료: IPCC 제5차 보고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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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저감없이 배출된다면(RCP 8.5), 금세기
말(2081~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 상승한다고
전망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RCP 4.5),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은 1.8℃, 해수면은 47cm 상승 전망
❍ 4차 보고서(AR4)에서는 화석연료에 의한 대량소비형 사회(A1FI)가 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해 금세기말(2090~2099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
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 전망
<표 1> 지표 온도 및 해수면 상승 변화 전망(1986~2005년 대비)
시나리오

평균지표 온도 변화(℃)

평균 해수면 상승(cm)

2046~2065년

2081~2100년

2046~2065년

2081~2100년

RCP 2.6

1.0(0.4~1.6)

1.0(0.3~1.7)

24(17~32)

40(26~55)

RCP 4.5

1.4(0.9~2.0)

1.8(1.1~2.6)

26(19~33)

47(32~63)

RCP 6.0

1.3(0.8~1.8)

2.2(1.4~3.1)

25(18~32)

48(33~63)

RCP 8.5

2.0(1.4~2.6)

3.7(2.6~4.8)

30(22~38)

63(45~82)

자료: IPCC 제5차 보고서(2013)

2. 태평양 도서국 현황
▶ 태평양 도서국은 약 3만개의 섬과 22개 국가 및 지역(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의 자치령)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3개 지역4)으로
3) 본고에서는 서구 국가의 자치령을 제외한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4) 1831년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인 드빌(Jules Sbastien Csar Dumont d’Urville,
1790-1842)이 인종과 문화에 따라 ‘작은 섬들’(마이크로네시아), ‘검은 섬들’(멜라네시아),
그리고 ‘많은 섬들’(폴리네시아)이란 이름을 붙여 세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이 분류법은 지
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음(권주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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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됨5)
멜라네시아(Melanesia)는 환태평양 조산대 상에 있고 국토가 넓으며 식생이
풍부하여 농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 피지(Fiji), 바누아투(Vanuatu) 등이 속함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는 지리학적으로 융기 산호초 및 환초로 이루어
진 저지대 지역으로 팔라우(Palau), 마이크로네시아 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샬제도(Marshall Islands), 키리바시(Kiribati), 나우루(Nauru)
등이 포함되어 있음
폴리네시아(Polynesia)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들과 환초로 이루어져 있
으며 투발루(Tuvalu), 사모아(Samoa), 니우에(Niue), 통가(Tonga), 쿡제도
(Cook Islands) 등이 포함됨
<그림 2> 태평양 도서국의 지역 구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Pacific Islands

5) 현대송(2013.12)을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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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도서국은 협소한 육지 면적, 적은 인구, 작은 경제규모,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30% 정도에
이르는 광활한 해양을 관할하고 있음(Wright 외, 2006)
태평양 도서국의 국토 면적은 파푸아뉴기니(46만㎢), 솔로몬 제도(28만㎢), 피
지(18만㎢), 바누아투(12만㎢)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소하며, 투발루의 경우 28
㎢에 불과함
반면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적게는 국토 면적의 5배(파푸아뉴기니)에서 많게는
2만 8,800배(투발루)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음
최고 해발고도는 투발루 5m, 마샬제도 10m, 나우루 61m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매우 취약함
2014년 기준(추정치)으로 14개국의 전체 인구는 900만 명이 채 안되며, 이 중
파푸아뉴기니가 655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니우에 1,190명, 나우루 9,488명, 투발
루 10,782명 등 10만 명 미만인 국가가 6개에 달함
2013년 기준(추정치)으로 14개국의 총 GDP6)는 321억 달러로 같은 해 우리나라
GDP(1조 6,660억 달러)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니우에는 1천만 달러, 투발루는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가장 부유한 파푸아뉴기니
도 200억 달러에 불과함

6)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한 GD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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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태평양 도서국의 일반 현황
지역

멜라네시아

마이크로
네시아

폴리네시아

국가명

국토
면적(km2)

EEZ
면적 2
(천km )

해안선
길이
(km)

파푸아 뉴기니

462,840

2,402

5,152

4,509

솔로몬 제도

28,896

1,589

5,313

2,310

609,883

1,958

피지

18,274

1,283

1,129

1,324

903,207

4,450

바누아투

12,189

663

2,528

1,877

266,837

1,270

팔라우

459

604

1,519

242

21,186

246

마이크로네시아

702

2,996

6,112

791

105,681

754

마샬 제도

181

1,991

370

10

70,983

486

나우루

21

308

30

61

9,488

121

키리바시

811

3,442

1,143

81

104,488

698

투발루

26

750

24

5

10,782

40

통가

747

660

419

1,033

106,440

846

사모아

2,831

128

403

1,857

196,628

1,145

니우에

260

317

64

68

1,190

10

쿡 제도

236

1,800

120

652

10,103

183

최고 해발 인구(명)
고도(m)

GDP
(백만$)

6,552,730 19,960

주: 인구는 2014년 추정치, GDP는 2013년 추정치(단, 나우루의 GDP는 2012년 자료임)
자료: The World Factbook, Wikipedia, UN

▶ 태평양 도서국은 최근 10년간(2005~2014년) 총 48건의 기후재해(가뭄,
홍수, 폭풍)7)가 발생해 309명이 사망하고, 12,675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억 6,652만 달러를 기록했음
연도별로는 4~6건으로 발생빈도가 비슷하나, 재해 유형별로는 홍수(25건)와
폭풍(21건)이 주로 발생하고 가뭄은 2건에 불과했음

7) EM-DAT Database(http://www.emdat.be)는 가뭄, 홍수, 폭풍, 전염병, 이상 기온, 화산, 화
재, 지표면 이동 등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중
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는 가뭄, 홍수, 폭풍 등 기후재해에 대한 통계만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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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Guba’로 인해 파푸아뉴기니에서 단일 기후재해
로는 태평양 도서국에서 가장 많은 1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국가별로는 피지가 14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지역별로는 호주에 가까
운 멜라네시아가 전체 재해의 70.8%를 차지하고 있음
❍ 피지의 기후재해는 홍수와 폭풍이 각각 7건씩 차지하고 있는데, 홍수에 의한 사망자
수와 피해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최근 10년간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재해 발생 현황(2005~2014년)
구 분

연도별

영향받은 부상자수(명)난민 수(명) 피해액
발생횟수(회) 사망자수(명) 사람수(명)
(천US$)

2005년

4

10

3,093

2006년

4

5

792

2007년

5

179

163,109

2008년

6

7

75,900

2009년

4

35

22,351

2010년

4

4

57,311

2011년

6

2012년

6

2013년

4

2014년

5

35

74,580

14

72,000

합계

48

309

694,231

31

12,675 466,526

가뭄(draught)

2

12,085 220,747

홍수(flood)
재해
유형별 폭풍(storm)
합계

8
12,000

500
37,652

85
56,547
9

590

39,427
3,000

34

245,484

257,400

51,611

6,384

25

89

434,627

1

21

220

253,220

30

48

309

694,231

31

590

245,779

12,675 46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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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횟수(회) 사망자수(명) 영향받은 부상자수(명) 난민 수(명)
사람수(명)
8
179
475,333
12,000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8
45
88,079
1
590
피지
14
51
82,808
바누아투
4
12
20,950
팔라우
1
마이크로네시아
1
국가별 마샬 제도
3
7,344
키리바시
2
220
85
투발루
1
통가
2
1
4,000
14
사모아
2
21
12,703
쿡 제도
2
0
2,794
16
합계
48
309
694,231
31
12,675
구분

피해액
(천US$)
27,000
24,000
231,526

51,000
133,000
466,526

주: 해당 기간 동안 니우에는 기후재해가 없었고, 나우루는 기록이 없음
자료: EM-DAT Database(검색일자 : 2014.12.1.)

▶ 최근 40년간(1975~2014년)의 기후재해 발생 건수를 시기별(10년
주기)로 비교해 보면 기후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10년 동안 다른 재해에 비해 홍수에 의한 기후재해가 급격히 증가했음
홍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만,8) 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지역의 중요한 재해대책이라 볼 수 있음
❍ 즉 바다는 관광, 수산 등 이 지역의 주요한 경제활동 자원이지만, 동시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8) 홍수는 집중호우가 있거나 높은 파도에 의해 바닷물이 지상으로 밀려드는 경우, 경사가 급
한 계곡 등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 배수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 등 발생 원인이 다양
함. 박한산 외(2014)는 동지역의 연안재해가 해수면 상승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
정하였으나 과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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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평양 도서국의 시기별 기후재해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주: 해당 기간 동안 나우루는 기록이 없음
자료: EM-DAT Database

3. 해수면 상승과 태평양 도서국의 대응
▶ 남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상승 및 기후모니터링 사업인 호주의
SPSLCMP9)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의 해수면 변동 폭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급격했으나 19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호주 국제개발기구(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도 상기 모니터링 자료에 기초하여 최근의 안정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해수면 상승의 변동 폭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
폭은 타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9) 호주는 남태평양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모니터링 프로젝트(SPSLCMP: South Pacific Sea
Level and Climate Monitoring Project)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12개 지역에 SEAFRAME
관측소를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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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평양 도서국의 상대적인 해수면 변화 현황(1992~2010년)
(단위: mm/yr)

자료: SPSLCMP(2010.12)

14 | 해수면 상승 대비 태평양 도서국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개념 구상

▶ 특히 지난 4년간(2007~2010년) 이 지역의 해수면 상승은 6.3mm
/yr(5.7~6.6mm/yr)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역으로 나타났음
국가별로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20.1mm/yr)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이 가장
컸고, 마샬 제도(3.5mm/yr)와 키리바시(3.6mm/yr)는 작게 나타났음
즉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도서국 기준으로 서쪽은 크고, 동쪽은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쪽에 위치한 통가의 4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이 7.9mm/yr로 동쪽 국가들에
비해 큰 편임
<그림 5> 태평양 도서국의 해수면 상승 현황(2007~2010년)
(단위: mm/yr)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 SPSLCMP(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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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들 태평양 도서국은 삶의 터전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의 수몰, 자연재해 증가, 농경지 훼손, 식수난 가중 등으
로 경제활동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의 수몰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짐
❍ 키리바시 : 해수면이 육지로 30m 후퇴함(KBS뉴스, 2011.11.20.)
❍ 나우루 : 폭풍우가 점차 강력해지고 해안선이 계속 침식돼 지금은 현관문 앞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음(뉴스한국, 2012.12.10.)
❍ 마샬 제도 : 수도 마주루의 해발고도가 0.9m에 불과해 4년 전부터 밀물이 되면
바닷물에 잠김(뉴스한국, 2012.12.10.)
❍ 투발루 : 9개의 섬 중 2개가 물에 잠겨 사라졌고(sciencetimes, 2014.7.3.), 작은
밭들은 염전으로 변해 식물이 자라기 힘들고 식수 구하기도 힘들며(MBC 스페셜,
2009.4.26.), 조수가 높아지는 2월에는 도로와 건물이 물에 잠기고 최근 2~3년
만에 해변 1m가 씻겨 나감(한겨레신문,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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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수면 상승의 영향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 이에 태평양 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들의 대응방안은 주로 ① 바닷가에 제방 축조, ② 주택 수직 증축, ③ 가옥
주변 보호, ④ 국제사회 동참 호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토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임

Ⅱ. 해수면 상승과 태평양 도서국의 실태 분석 | 17

<그림 7>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국토를 포기하고 새로운 이주지를 확보하거나 타국으로의 이민을 추진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임
❍ 키리바시 : 피지 북쪽 섬 바누아레브의 습지대 2,000㎢를 88억 달러에 매입(SBS
8뉴스, 2014.7.2.), 전 국민이 20억 달러 상당의 인공섬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음(아노테 대통령, 2011.9.7.)
❍ 투발루 : 국민 전체를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10)이고, 전 총리와
전 차관 등도 이미 뉴질랜드로 이민(한겨레신문, 2012.6.28.)
❍ 키리바시 출신의 37세 남성이 해수면 상승을 이유로 뉴질랜드에 난민 신청을 했으

10) 호주는 투발루의 단체 이민을 거부했고, 뉴질랜드는 2002년에 향후 30년간 매년 75명의
투발루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PAC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민 조건으로 45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놓아 조건이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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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부당함11)(월스트리트저널, 2013.10.15.)

또한 해수면 상승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이들 국가의 경제력으로
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 태평양 도서국들이 IPCC에서 예측한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매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7억 7,5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
였음(아시아개발은행, 2013)

11) 국제법상 기후난민은 난민의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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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

1. 해수면 상승 대응방안 개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적응대책이
핵심인데, 수용(accommodation), 보호(protection),
연안후퇴(setback) 등 세 가지가 현재 가능한 대안으로 알려져 있음
‘수용’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최대한 적응하여 사회경제활동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유지하는 대책임
‘보호’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차단하고 현재의 해안선을 유지하는 대책이며,
‘연안후퇴’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 범위 외곽으로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사회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대책임
상기의 세 가지 대응방안은 해수면 상승의 정도, 연안의 이용특성, 연안관리
법률 및 제도, 대책시행에 따른 비용 효과성 등에 따라 활용 여부와 범위가 결정됨
<그림 8> 해수면 상승 대응방안 예시

수용
자료: Titus(2011)

보호

연안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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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대책은 가용한 토지가 제한적이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경우 주변
해안에 2차 영향을 주거나 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의 과다,
해안관리에서 자연성 유지정책이 우세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임
자연해안의 변형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가 법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모든 해안
선에 대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정도로 시설물의 입지나 사회경제활동이 고밀도
화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함
특히 농업이나 관광 등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보호대책은 가용한 토지가 제한적인 것은 수용대책과 동일한 여건이나
현재 입지한 시설과 사회경제활동을 수용대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고,
보호대책이 주변에 다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 상충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보호가 충분히 가능할 때 사용이 가능함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했던 대책으로, 연안지역이 고밀도로 이용․개발
되어 있고 해안을 따라 이용개발 행위가 입지한 경우에 효과적임
네덜란드와 같이 육상의 고도가 해수면보다 낮거나, 연안지역 인구밀도가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책임
단점으로는 보호시설로 인한 다른 2차 피해(침식, 생태계 훼손 등) 외에 카트리나
내습 시 대규모 피해를 경험했던 루이지애나 연안 침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Nicholls and Cazenva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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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후퇴는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입지나 사회경제활동을 일정 구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가용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이 크며 현재의 시설물의 이주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함
현재 해수면 상승만을 고려한 연안후퇴 또는 건축제한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해안침식에 따른 연안지역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후퇴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연안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적절하나, 해당 지역경제가 관광 등과 같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거나 가용토지가
여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우선순위가 낮은 대책에 해당함

2. 대응방안별 타당성 검토
▶ 앞서 기술한 세 가지 대응방안 중 태평양 도서국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도서국 연안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먼저 연안지역 사회경제활동의 집중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인구밀도는 최저 4.2명/㎢(니우에)에서 최고 414.7명/㎢(투발루)으로
다양하나,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바누아투, 팔라우, 마샬
제도, 니우에, 쿡 제도는 50명/㎢ 이하임
세계 연안지역 평균 인구밀도를 상회하는 국가는 투발루, 통가, 마이크로 네시아,
나우루, 키리바시 등 5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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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태평양 도서국 인구밀도(단위 명/㎢)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파푸아뉴기니

15.2

팔라우

46.2

투발루

414.7

솔로몬제도

21.1

마이크로네시아

150.5

통가

142.5

피지

48.2

마샬 제도

35.7

사모아

69.5

바우나투

21.9

나우루

451.8

니우에

4.6

키리바시

128.8

쿡 제도

42.8

자료: The World Factbook, Wikipedia, UN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

▶ 한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가용토지를 살펴보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피지, 바누아투, 사모아를 제외한 국가의 토지면적은 1,000㎢
이하로 작음
특히 국토면적 대비 최고해발고도를 이용한 사회경제활동 가능 토지의 상대적
수준을 산정할 경우 파푸아뉴기니(102.6)을 제외하면 우리나라(50.8)보다 현
저히 낮은 0.4~18.1 사이에 있음
<그림 9> 태평양도서국가 가용토지 지표(면적/최고해발고도)

주: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토지 경사도(20도)의 면적 비율을 구해야 하는데, 각 국가별 구체적 가용
자료가 없어 면적/최고해발고도를 간접자료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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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태평양도서 국가의 구매력기준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모두 3,000달러
이상이며, 이 중 팔라우, 나우루는 10,000달러 이상임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원조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토대가 취약하고 외부
경제의 여건변화에 민감한바, 자체 재원을 활용한 해수면 상승 대책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1975년 이후 연평균 GDP 성장률은 0.5%로 낮고, 국제 금융위기나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외교통상부, 2011)
산업구조 측면에서 대부분 1차 산업 또는 관광 위주의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피지와 파푸아 뉴기니에 집중(75%)되어 있어 대
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임(외교통상부, 2011)

▶ 연안이용특성, 인구구조, 가용토지, 경제적 여건, 기술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기술한 적응대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책은 수용대책(accommodation)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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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별 태평양 도서국 적용 타당성 검토
수용대책

적용 가능 지역

태평양 도서국 적용 타당성 검토

․ 입지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 가용토지의 부족, 1차 및 3차산업
부족한 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재원확보의 한
․ 해양관광, 수산 등 연안의존형 사회경 계, 보호 피리요성이 높은 자연자
제활동 우세 지역
원(산호초, 해변 등) 부존, 낮은
수용
․ 연안이용밀도가 낮아 해수면상승에 따 연안 이용밀도 등을 고려할 때 최
(accommodation)
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제한적인 지역 적의 적응 대책으로 판단
․ 보호대책을 시행하는데 재원, 자원조달
이 한계가 있거나, 보호해야할 자연자
원이 있는 지역

보호
(protection)

․ 고밀도 연안이용 개발 지역
․ 고밀도 연안이용개발 지역이 상
- 기간시설, 도시지역 등 연안입지
대적으로 적고, 해안보호시설 설
․ 해안보호시설 설치후 2차 영향을 최소 치 후 다른 해안 침식 또는 세굴
화할 수 있는 지역
에 따른 시설물 안정성 우려, 경
․ 호안, 방벽설치를 위한 재원 및 자원 제구조 취약으로 안정적 대규모
재원 조달 한계
조달이 가능한 지역

연안후퇴
(retreat)

․ 입지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가용토지에 ․ 연안후퇴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여유가 있는 지역
부족하고, 후퇴 시 농산물 경작지
․ 농업, 관광 등 저밀도 1차 또는 산업 축소 등 해수면상승에 따른 피해
우세 지역
를 저감시키는데 한계

해안선 보호를 위한 정비사업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호안이나 방호벽을 설치
하는 경우 전체 해안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로
인한 2차 영향 방지, 방호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연안후퇴 대책은 시설물의 입지 이전을 위한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
에 적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은 절대적으로 작은 면적과 가용토
지가 협소한 특징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물론 국가별로 해수면 상승률, 산업구조, 연안이용특성, 경제여건 등이 상이하여
수용대책만이 대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단일 국가라도 해안별로 이용특성, 경제여건 등이 달라서 수용대책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 있는 반면, 보호대책이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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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대책 중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재 시설물의 입지 특성을 유지한
방식의 수용대책보다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국토면적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물 밀도를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는
수용대책을 시행해야 함
즉, 수용대책을 시행하되 현재의 건물의 층고를 높이는 단순 수용이 아닌 토지면
적의 감소에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를 상대적으로 고밀도화하는 대책을
개발해야 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서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대책으로 ‘해상복
합공간 조성’을 태평양 도서국가의 사회, 경제, 자연특성 등의 여건에 가장 부합
하는 대책으로 설정했음
❍ 해상복합공간은 해상에 고정식 또는 부유식 하부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인간
의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구조물을 의미함

‘해상복합공간’은 거주 및 경제활동을 집합시켜 지역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사회적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광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생활․생산 공간을 집적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토지를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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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상복합공간 기본개념 구상

1. 해상복합공간 사례 검토12)
▶ 인간의 수상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선상(船上) 거주시설은 기원전
2000년부터 나타났고 익상(杙上)13) 거주시설은 10세기경부터
나타나고 있음
우루(Uros) 족은 14세기경 잉카제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티티카카(Titicaca)
호에 갈대로 부유식 인공 섬을 만들고 거주하였는데, 현재도 40여개의 인공 섬이
남아 있음(Wayne Gramlich, 2002)
<그림 10> 우루 족이 갈대로 만든 부유식 거주공간

자료: 한국환경공단(Keco) 블로그

12) 강영훈(2013)을 토대로 재구성.
13) 해저 지반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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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초기 수상거주시설은 중국,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남미,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 존재하고 있음(곤도다케오, 1997)
❍ 과거의 수상주거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의 목적
으로 수상주거시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높은
지가를 피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형태별로 고정식, 부유식,
하우스 보트 등이 있으며, 하부시설은 목재로 된 사례가 많음
<그림 11> 동남아시아 수상주거시설 분포 및 예시

주: 왼쪽은 동남아시아 수상주거시설 분포, 오른쪽은 수상주거시설 사례
자료: 곤도다케오(1997),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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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진국에서는 해수면 상승 대비 또는 해양환경을 이용한 독특한
거주공간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거나 구상 중임
네덜란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유식 건축물을 활용한 주거, 전시관 등 복합공간
조성에 가장 앞선 나라임
<그림 12> 네덜란드의 해상복합공간 예시
사례

자료: http://thegreentake.files.wordpress.com

자료: http://news.donga.com

주요 특징
․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설치된 전시관으로
12m 높이의 반구형의 건물로 전체 면적
은 46m × 24m임
․ 전시관들의 지붕은 유리보다 100배 가벼
운 ETFE 포일로 조성되어 부유체의 중
량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고, 해수 정화장
치와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부착하여 부유
식 건물이 용수와 에너지의 일부 자급기
능을 갖도록 설계
․ 네덜란드 건설업체 옴스가 판매 중인 물
에 뜨는 주택
․ 알루미늄과 목재를 이용해 2층으로 지었
으며, 집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물을 분
사해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도 설치
․ 집 가격은 한 채에 20만∼50만 유로(약
3억 5,000만∼8억 7,500만 원)이며,
2001년 처음 개발돼 2003년부터 판매
시작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플로팅 건축만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설계·시공사가 있을 만큼 플로팅 건축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미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서 기술 실용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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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구조물인 폰툰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이벤트
하우스, 레스토랑, 오피스, 호텔, 마리나 등 용도에 따라 상부 구조물의 형태도 다양
하게 만들어지고 있음

반면에 해상도시 건설계획은 대부분 구상단계에 있을 뿐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들 계획은 대부분 대규모의 자급자족형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일부 구상은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되고 있음
<그림 13> 다양한 해상도시 건설계획
사례

주요 특징

자료: http://euroarcology.blogspot.com

․ 일본 도쿄를 대상으로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
는 미래형 거대복합도시 ʻShimizu Mega-City
Pyramidʼ
․ Giza 피라미드의 12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트러스 구조로, 피라미드 모양을 형성
시킨 자급자족형 해상 친환경 첨단도시

자료: http://www.vincent.callebaut.org

․ Vincent Callebaut가 해수면 상승을 예견하며
2008년에 디자인한 ‘LILYPAD’
․ 조력,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
․ 수용 인원만도 5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이동식
해상도시로 2100년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

자료: http://www.inhabitat.com

자료: http://www.news.com.au

․ Inhabitat 사가 설계한 세계 최초의 떠다니는
아파트 복합시설 ‘The Citadel’
․ 60개의 호화스러운 아파트와 주차장, 보트 선착
장, 부유식 도로 등이 갖춰질 것이며, 에너지 절
감을 위해 외관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도록 설계
․ 호주 아큘러스(Oculus) 건축사무소팀이 설계한
해수면이 높아져도 물에 뜨는 인공도시 ‘A
Blend of Atlantis and Eden’
․ 해수면이 높아지면 섬의 중심부가 점점 솟아오
르면서 주거가능 면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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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태평양 도서국에 적용될 해상복합공간은 ‘전통적인 수상가옥과
선진국에서 조성 중인 해상도시를 접목한 중간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태평양 도서국의 정주여건,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수상가옥보다는
현대화된 형태로,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선진국의 해상복합공간
보다는 낮은 수준의 해상복합공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14>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수상가옥과 나이지리아가 개발 중인 수상가옥

주: 왼쪽은 파푸아뉴기니의 수상가옥, 오른쪽은 나이지리아에서 개발 중인 수상가옥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2. 해상복합공간의 계획요소 검토
▶ 해상복합공간은 육지와는 환경조건이 전혀 다른 해상에 조성되기 때문에
육상의 건축물과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부유식 건축물14)을 계획할 때 검토해야 할 요소로는 입지, 배치, 상부시설, 하부
시설, 계류시설 등 5가지를 들 수 있음(강영훈, 2013)
❍ ‘입지’는 자연조건, 사회조건, 법제도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4) 강영훈(2013)은 부유식 수상거주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을 논하고 있으나, 고정식이라 하
더라도 계획요소 및 검토조건은 유사하게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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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에 따른 자연, 사회, 법제도 조건들은 부유식 수상거주시설의 배치, 상부시설,
하부시설, 계류시설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설물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침
❍ ‘배치’는 입지에 따른 육역 및 수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주변의 경관, 생태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접근성 및 안전성과 관련됨
❍ ‘상부시설’은 하부시설과 더불어 건축계획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로 입지
및 배치에 따른 주변 조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규모, 형태, 색채, 재료,
설비 및 안전을 고려해야 함
❍ ‘하부시설’은 토대가 되는 시설로서 안정성 및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확보
하기 위한 격벽, 건현, 재료, 설비 등의 세부 사항에 따라서 영향을 받음
❍ ‘계류시설’ 역시 기본적으로 입지 및 배치에 따른 조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부유식 수상거주시설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구속력과 구조물 자체의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강영훈(2013)은 위의 5가지 외에 안전과 관련된 ‘방재’와 시설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였음
아울러 해상건축물의 안전성, 이용자의 쾌적성 등 해양환경 조건을 이용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앞서 도출된 7가지 건축계획 요소들은 부유식 수상거주시설에 요구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계획이 진행되어야
함(강영훈, 2013)
시설물의 기능, 용도 및 목적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사항, 자연, 사회,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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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본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함
❍ 다만 법제도 측면은 태평양 도서국의 현재 여건상 사전적인 검토가 어렵고, 생존의
문제가 법제도보다 우선하고 사후적인 보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검
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15> 부유식 수상거주시설 건축계획 시 검토 요소

자료: 강영훈(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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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태평양 도서국에 적용될 해상복합공간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도출하고자 함
<그림 16> 해상복합공간 개념구상 절차 및 요소

3. 해상복합공간 기본개념 구상
① 기본 목표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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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목표
해수면이 상승해 기존에 영위하던 생활공간이 수몰되더라도 해상의 대체공간
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함
❍ 다만 해수면 상승이 서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공간의 대체가 발생하더
라도 기존의 생활공간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거부감을 해소하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 기본 요구사항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복합공간은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이 동시에 가
능한 규모와 시설물을 배치해야 함
❍ 해상복합공간의 최소 규모는 6인 가족15), 12개 가구, 즉 약 7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함
❍ 공동구역에는 외부와 단절되더라도 전력, 식수, 하수 처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해결
해할 수 있는 기반설비와 함께 자연재해 발생 등 유사 시 선박, 헬기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함
❍ 개인구역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육상 및 해상으로의 연결로를 확보해야 함

본고에서 제안하는 해상복합공간은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함을 전제 조건으로 함
15) 투발루 통계청(Central Statistics Division)은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2002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인구는 6.0명(도시 6.2명, 시골 5.8명)임
(http://www.spc.int/prism/tuvalu/index.php/census-and-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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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역 및 공동설비는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개인구역은 연결로 증설
을 통해 공간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② 대상국 및 입지 선정
▶ 대상국가 선정
해상복합공간의 시범사업 대상국가로는 ‘투발루’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 국가로 판단됨
❍ 시범사업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면적, 최고 해발고도, GDP, 해수면 상승
도를 지표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16)
❍ 그 결과 1순위는 투발루, 2순위는 나우루와 니우에, 3순위는 마이크로네시아, 마샬
제도, 키리바시, 쿡 제도 순으로 나타났음
<표 6>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대상국가 검토 결과
검토요소
국가

해발
국토면적 최고
고도

GDP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도

우선 검토지역

파푸아뉴기니

△

△

△

◎

◎

△

솔로몬 제도

△

△

○

◎

◎

△

피지

△

△

○

◉

○

△

바누아투

△

△

○

○

◎

△

16) 검토 가능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위의 지표를 이용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
될 수 있으며, 국토면적이 좁을수록, 최고 해발 고도가 낮을수록, GDP 규모가 작을수록,
해수면 상승이 빠를수록 높은 순위를 부여하되 비슷한 국가는 같은 순위를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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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대상국가 검토 결과(계속)
검토요소
국가

국토면적

최고 해발
고도

GDP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도

우선 검토지역

팔라우

◎

○

○

△

△

△

마이크로네시아

○

○

○

△

◉

○

마샬 제도

◎

◉

○

○

○

○

나우루

◉

◎

◎

-

○

◎

키리바시

○

◎

○

△

△

○

투발루

◉

◉

◉

△

○

◉

통가

○

△

○

△

◎

△

사모아

○

△

○

△

○

△

니우에

◎

◎

◉

△

△

◎

쿡 제도

◎

○

◎

△

○

○

주: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는 자료 부재를 의미함

▶ 입지 선정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을 적용할 입지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연조
건과 인문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연조건으로는 기상조건, 해상조건, 지반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쾌적성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인문조건으로는 사회적 여건, 기반시설 활용도, 기존 이용 간 갈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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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상복합공간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조건

고려항목

검토 요소

기상

기후재해(홍수, 폭풍), 강수량, 풍황 등

해상

유속 및 방향, 조수간만의 차, 파랑 및 해일, 수심 등

지반

지형, 지질 등

환경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등

사회적 여건

사회구조, 생활양식(의식주), 가족 구성(수, 연령, 성별 등), 법
및 제도, 주민의식, 이해관계자 의향 등

기반시설 활용도

교통, 식수, 전기, 쓰레기 및 오폐수 정화 등

이용 간 갈등

어업, 항로, 항만, 기존 개발계획 등

자연조건

인문조건

주: 강영훈(2013)을 토대로 재구성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지 수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활 터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③ 배치 계획
▶ 배치 요건
배치는 해상복합공간을 어떤 방향과 모양으로 설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지와 함께 구조물의 안정성, 이용자의 쾌적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어업, 해상교통 등 기존 해상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
❍ 인근 육역에 들어서게 될 시설물(오폐수 처리시설, 전기 설비 등)과 연계 또는 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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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함
❍ 폭풍,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속이 빠른
경우 물 흐름의 방향을 고려해야 함
<그림 17> 몰디브의 해상가옥 배치 사례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 배치 계획
해상복합공간은 공동생활과 사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중앙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주택은 연결로를 통해 중앙 공간과 이어지도록 배치할 것을 제안함
❍ 중앙에 공동시설 및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주변부에 개인 주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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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설에는 마을회관, 전력공급시설, 오폐수정화시설, 소방방재시설, 해수담
수화설비 등을 배치함

구조물의 확장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부구조물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제안함
❍ 초기에는 기존의 소규모 마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되, 향후 여건에
맞게 규모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구상
<그림 18> 해상복합공간 배치 개념(안)

④ 하부시설
▶ 하부시설의 구조형식
하부시설은 해상복합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써, 구조형식은 고
정식과 부유식, 혼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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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은 지반 또는 지반에 고정된 파일 등을 통해 시설물의 자중 및 하중에 저항하
는 형태로 매립식, 중력식(착저식), 유각식으로 구분됨
❍ 부유식은 부체의 부력의 의해 시설물의 자중 및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로 하부부
체의 구조형식에 따라서 부함(폰툰)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정식으로 구분됨
❍ 혼합식은 고정식과 부유식의 중간 형식이며, 연착저식이 있음

하부시설의 구조형식은 상부 구조물의 하중, 해역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야 함
<표 8> 해상구조물 구조형식
고정식

부유식

혼합식

매립식, 중력식(착저식), 유각식

부함(폰툰)식, 반잠수식, 선각식,
공기안정식

연착저식

․ 해저 지반의 지내력 또는 구
조물의 자중으로 하중 및 외
력에 저항
․ 해저지반의 형태, 지질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
․ 깊은 수심에는 적합하지 않으
며 수심이 깊을수록 부유식에
비해 비경제적임
․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유식 구조물에 비해 큼
․ 계류시설 필요 없음

․ 상부구조물의 하중, 외력 등
을 부체를 이용하여 대응
․ 해저 지반에 고정되지 않으므
로 해저지반의 형태, 지질 등
에 관계없음
․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고정식
구조물에 비해 경제적임
․ 고정식 구조물에 비해 해양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일반적으로 계류시설이 필요함

․ 부유식과 고정식의 중간 형태
․ 지반에 고정된 파일과 부력탱
크(실린더), 기둥, 갑판 등의
구조로 구성
․ 지반에 고정된 파일로 구조물
이 지지되나 부력탱크에 의해
실제 지반에 전달되는 하중은
‘0’임
․ 계류시설 필요 없음

자료: 강영훈(2013)을 토대로 재구성

해상복합공간 하부구조물의 구조형식은 구조물의 안정성, 이용자의 편의성,
해양환경 변화 대응 유연성을 고려하여 연착저식을 제안함
❍ 고정식은 부유식에 비해 파랑 등 해양환경 변화에 안정적이나, 수심이 깊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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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떨어지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유식 구조물에 비해 큰데다
상하(上下)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부유식은 수심이 깊고 정온수역에서는 고정식에 비해 유리할 수 있으나, 상하(上
下) 움직임뿐만 아니라 좌우(左右) 움직임이 있어 이용자의 쾌적성이 떨어지며
별도의 계류시설을 필요로 해 비용이 증가함
❍ 연착저식은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파일로 구조물을 지지하나, 해저 면으로 전해지
는 하중이 거의 제로여서 상부구조물 증설이 용이하고, 파랑, 해일 등 자연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계류시설 또한 필요가 없음
<그림 19> 연착저식의 구조형식 개념도

자료: 강영훈(2013)

▶ 하부시설의 재료
하부구조물의 재료는 강재, 철근콘크리트, PC(Precast concrete), FRP(Fiber
Reinforced Plastic), 페로시멘트(Ferrocment)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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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는 제작이 용이하고 충격에 강하나 부식으로 인한 내구성이 약함
❍ 철근 콘크리트는 재구성, 건조비, 유지관리비가 강재에 비해 유리하나 충격에 약하
고 수밀성이 떨어짐
❍ PC재는 수밀성이 좋아 부재를 얇게 하는 것이 가능함
❍ FRP는 경량이며 내구성과 내식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단하나 열과 화재에 약함
❍ 페로시멘트는 철근콘크리트재, PC재에 비하여 부재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가능함

규모가 있는 부유식 수상거주시설에서는 구조물의 안전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강재와 콘크리트가 사용됨17)
<표 9> 하부시설 재료별 특성
구분

철근콘트리트
(RC)

균열에 취약
내구성 내해수성 취약
수밀성 취약

시공성

현장 시공
긴 시공기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페로시멘트

강재

FRP

균열 없음
내식성 양호
내구성 양호

내해수성,
수밀성은
RC재와 PC재
중간

수밀성 양호
내식성 취약

수밀성, 내식성
양호
화재에 취약

복잡한 형틀 공사
고도의 품질 및 시공관리 용이 공장 제작, 현지
필요
시공관리 필요
조립
공장 제작 가능 형틀공사 불필요 짧은 제작기간
시공관리 용이

유지관리 양호
유지 유지관리 양호
파손시
부분 교체 1블록(5m정도)
관리 파손시불가능
교체 가능

유지관리 양호
파손시 보수는
RC재보다 용이

자료: 강영훈(2013)을 토대로 재구성

17)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

유지관리 양호
정기적인 도장
충격에 취약
필요ᆞ
파손 시
충돌력 양호 1개 블록만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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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복합공간 하부구조물의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또는 페로시멘트
를 제안함
❍ 해상에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균열이 없고 내식성과 내구성이 양호해야 함
❍ 또한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파손 시에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함

중앙공간과 주택 사이의 연결로는 FRP 또는 목재를 적용할 수 있음
❍ FRP는 균열에 대한 걱정이 없고 다른 재료에 비해 가벼우며 조립하는 형태로 관리와
증설이 용이한 반면에, 목재는 현지조달과 유지관리에 좋음

⑤ 상부시설
▶ 공동시설
해상복합공간의 공동구역 주변부에는 전력공급시설, 소방방재시설, 해수담수
화시설, 오폐수정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이들 시설은 육상의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구조물의 안정성
과 이용자의 쾌적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배치함
❍ 또한 해수면 상승 또는 기후재해에 의해 육상과의 연결이 일정기간 단절되더라도
생존이 가능하고 향후 인구 유입에 대비해 여유분을 확충하여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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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생활 기반시설 예시

주: 왼쪽부터 전력공급시설, 소화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오폐수정화시설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전력공급시설로는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송전망을 설치
하되, 추가 전력공급원을 확보하도록 해수온도차발전(OTEC)을 설치함
<그림 21> 투발루의 화력발전소 및 해수온도차발전 예시

주: 왼쪽은 투발루의 화력발전소, 오른쪽은 OTEC 개념도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해상복합공간 공동구역 중앙부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유사
시에는 구조헬기 착륙장으로 활용함
이밖에도 공동시설 구역에 마을회관, 저온창고 등을 설치해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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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주택시설
해상복합공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현지 주거환경의 특색을
반영하여 주택을 설계․설치할 것을 제안함
❍ 주택의 형태, 재질, 구조 등은 현지 거주민의 생활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및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투발루의 가구당 평균 인구가 6명이므로, 주택의 크기, 내부구조 설계 시 이를 반영
해야 함
<그림 22> 태평양 도서국의 가옥 예시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한편 개인 주택에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소형 풍력발전
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함
❍ 투발루의 월평균 풍속은 4~6 m/s, 월평균 일조시간은 140~200시간, 월평균 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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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연중 변화가 거의 없는 열대기후를 보이고 있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됨
<그림 23> 풍력과 태양열 하이브리드 주택 예시

주: 하단의 사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절약형 실험용 건물로 1평방
미터 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74메가 칼로리(MCal)임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⑥ 기타시설
▶ 육상연결로
육상부와 해상복합공간 간에 중앙 연결로 1개와 보조 연결로 2개 등 총 3개의
연결로를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중앙 연결로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드나들 수 있도록 넓게 조성하되, 구조형식은
부유식,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또는 페로시멘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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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연결로는 평상시 연결성 향상과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중앙 연결로 외에
2개를 설치하되, 구조형식은 부유식, 재료는 RP 또는 목재를 사용함
<그림 24> 부유식 연결로 예시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 어선 등 선박 계류장
평상시 어선 계류장, 기후재해 발생 시 선박을 이용한 대피를 위해 선박 정박장을
설치함
정박장까지는 계단을 설치해 이동할 수 있는 연결로를 확보함
<그림 25> 선박 계류장 예시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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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개략공사비 산정

▶ 상기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면, 약 6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12가구를 추가하더라도 초기 비용의 43% 수준인 약 29억이 소요됨
<표 10>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개략공사비(안)
시설
마을 광장
하 진입 데크
부
시 보행 데크
설
연결 데크
마을 회관
해수
담수화

공
용
시 공용 전력
절

개략내용

규모

교육, 놀이, 경제활동 등이
1,500㎡
(50m×30m)
이루어지는 중심공간
마을광장과 육지부를
50m×W3m
연결하는 중심 이동통로
마을광장과 육지부를
70m×W2m
연결하는 보조 이동통로
가옥과 광장을 연결하는 20m×W1.5m
통행로 및 선박계류장
×6개소
마을주민 편의 및 교육시설
300㎡
등 다목적 공간

단가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비고

1.5/㎡

1,000

연착저식

2/㎡

75

부유식

2/㎡

70

부유식

2/㎡

90

부유식

200

200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

100㎥/d

1,000

1,000

해수온도차발전시설

-

-

400

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300
1식
정화시설(공용)
소방
해수펌프시설
1식
50
전통형태의
가옥
12개소
주택
100㎡×12개소 100/개소
(데크 제외)
개
인 하부 테크 가옥을 받치는 하부시설 120㎡×12개소 1.5/㎡
주
친환경발전시설
20×12개
택 전력
1KW
(태양광, 풍력)
소

1,200

공사비의
20%

1,117

오폐수

기타비용
총계

설계비, 운반비, 기타비용

300

선진국 1인
평균급수량
150ℓ
단가산정이
곤란하여
태양광의 약
1.5배 적용
12가구
광촉매 방식

50
960
240

6,702

연착저식
1MW가 약
1,000가구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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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 본고는 태평양 도서국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으로 해상
복합공간을 제안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개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수용(accommodation), 보호(protection), 연안후퇴(setback) 등 해수면 상승
대응방안 중 태평양 도서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상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수용
대책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1개 마을(6인 가족, 12 가구)을 기준으로 공동구역과 개인주택시설, 연결로,
기반설비 등이 갖춰진 해상복합공간을 조성할 경우 약 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12가구를 동 시설에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은 약 29억 원이 소요될 전망임

▶ 해상복합공간을 태평양 도서국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 선행되어야 함
본고에서 시범사업 적용 대상국가로 제안한 투발루도 지역별로 사회경제 여건,
환경여건, 문화적 특징이 상이함
특히 해상복합공간은 선대부터 살아온 터전에서 이주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생
활방식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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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국가라도 지역의 문화, 도시화 정도, 생활방식 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성공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
따라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구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해상복합공간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적지 선정 및 구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지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역사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한 최적
사업지역 선정
대상지역 주민의 수용 의사 및 현지 생활양식과 거주환경을 고려한 해상복합공
간의 상세 설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상원조, 차관 등 공적기금의 활용 가능성 및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 검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원조국가인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및 World Bank, IMF, ADB 등 국제기구의 참여 가능성 검토

▶ 한편 해상복합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4~5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상복합공간 조성으로부터 10여년 후에나 동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대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사업에서 해수면 상승의 최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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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태평양 도서국에 확대적용(scale-up & magnificatio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국제기구, 공여국, 정부 및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동 사업을 정부의 대 태평양 도서국 지원사업으로 채택하고 KOICA와 연계
해 해양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52 | 해수면 상승 대비 태평양 도서국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개념 구상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영훈, ｢부유식 수상거주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학위
논문, 2013.2.
곤도다케오, 이중우․이명권․신승호․안희도 역, 21세기 해양개발, 기문당, 1997.
권주혁, 여기가 남태평양이다-남·중부 태평양의 어제와 오늘, 지식산업사, 서
울, 2002.
박한산·김대식·이광률·권문상,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적도 태평양 도서 국가
의 연안 재해 발생과 분포｣, 한국지형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4.
외교통상부, ｢국제사회의 태평양도서국 지원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1.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
현대송, ｢일본의 해양 정책 -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5(4), 2013.12.

<국외문헌>
Asian Development Bank,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the Pacific, 2013.
Bird, E., Coastal Geomorphology, Wiley, 2008.
Frank Ackerman and Elizabeth A. Stanton, The Cost of Climate Change, 2008.5.
Goudie, A., The Human In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Blackwell, 200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13 - The
Physical Science Ba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참고문헌 | 53

Masselink, G. and Hughes, M. G., Introduction to Coastal Precesses and
Geomorphology, Hodder Arnold., 2003.
Nicholls, R. J, and A. Cazenvae, Sea level rise and its impact on coastal zones,
Science vol 328, 2010.
Rubenstein, J. M., Renwick, W. H. and Dahlman, C. T.,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Geography, Pearson.
SPSLCMP, Pacific Country Report - Sea Level & Climate : Their Present State,
2010.12.
Titus, J., Rolling easements, 2011.
Wright, A., N. Stacey, P. Holland, "The cooperative framework for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in the Pacific Islands: Effectiveness, constraints and
future direction", Ocean & Coastal Management 49, 2006.

<인터넷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Exclusive_economic_zone,
https://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Nauru
http://www.bom.gov.au/pacificsealevel/picreports.shtml
http://www.emdat.be/result-country-profile?disgroup=natural&country=fji
&period=2005$2014
http://www.weather-and-climate.com/average-monthly-Rainfall-Temperatu
re-Sunshine,Funafuti,Tuval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