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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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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빛깔과 모양이 화려한 산호는 

식물로 분류되었던 적이 있다. 바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식물처럼 보였다. 심지어 경산호는 딱딱한 석회질 골격으로 인

해 광물로 오인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프랑스 생물학자인 페이스넬

(J.A.de Peysonell)은 산호가 여러 개의 촉수를 이용해 동물성 플랑크톤

을 섭취하는 ‘자포동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문화재청은 2004년에 제주 남단의 92,640,149㎡에 해당하는 서귀포

해역과 송악산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를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

한다. 제주 남단 연안의 대부분이 연산호 보호를 위한 천연기념물 지

역인 셈이다. ⓒ 문화재청

“특히 송악산 및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

인 가치가 매우 높다.”

범섬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문섬
섶섬

강정포구

서귀포항

연산호는 영어로 ‘soft coral’, 즉 ‘부드러운 산호’이다. 우리 바

다의 가장 대표적인 연산호는 분홍바다맨드라미이며, 얕은 수심대에 넓

고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연산호는 바다 속을 떠다니는 입자성 유기

물이나 플랑크톤 등을 촉수를 이용해서 잡는다. 이들은 고착성 생물이

기 때문에 해류가 먹이를 운반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산호 군락지가 돌산호 중심의 ‘경산호(hard coral)’인데 반

해서 제주 남부 연안은 경산호보다 연산호 군락지가 뛰어나다. 연산호

는 제주도 전체 해양 생태계 보전의 깃대종이라 할 수 있다.

연산호란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

어 말한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충류는 무척추 

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

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이완상태에 따라 크기 변화가 심하다. 

연산호 군락지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2호 지정이유에서 발췌)

부드러운 산호,
바다의 꽃, 연산호

가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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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연산호는 ‘군체(conoly)’

를 이루며 살아간다. 각각의 폴립이 모여 버섯 모양이나 나무 모양의 군

체를 이루고, 또 군체들이 모여 산호 ‘군락(reef)’을 만든다. 폴립은 독립

적인 하나의 생명이지만, 폴립들이 모여 사는 군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스스로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전체의 부분인 것이다. 폴립들의 상호 

관계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연산호는 온전한 생명으로 가능

하다.

거품돌산호 확대 사진. 말미잘과 돌산호류는 

6배수의 촉수를 갖는 육방산호무리에 속한다. 

거품돌산호의 폴립은 6의 2배수에 해당하는 

12개의 촉수를 가진다. ⓒ 김진수

둥근컵산호 사진. 해양류의 산호는 

생긴 모양새에 따라 ‘부채산호’ 혹은 

‘회초리산호’라 불린다. 국내에는 6

과 50종이 알려져 있다. ⓒ 녹색연합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보고된 산호류는 약 160종이다. 이 중 연산호류와 

해양류 등을 포함하는 팔방산호무리가 약 89종, 말미잘류와 돌산호류를 포함하는 육방산호

무리가 약 71종이 있다. 제주도 해역에는 전체 산호 무리의 79% 정도인 126종의 산호가 분

포하고 있다.

산호의 기본 단위는 그리스어로 ‘많은 다리’를 뜻하는 ‘폴립

(polyp)’이다. 하나의 폴립은 한 개의 소화기관과 여러 개의 촉수로 구성

되는데, 촉수가 6의 배수인 육방산호와 8개 혹은 8의 배수인 팔방산호로 

구분된다. 말미잘과 돌산호가 육방산호에, 연산호와 해양류가 팔방산호

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160종(2014년 10월 기준)의 산호

가 알려져 있다.

분홍바다맨드라미 확대 사진. 군체(colony)에 부착된 폴립(polyp)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

체이다. 산호는 촉수를 이용해 먹이활동을 하는 동물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산

호의 폴립은 8개의 촉수를 가진다. ⓒ 녹색연합

팔방산호 육방산호

팔방산호와 
육방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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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11 범섬 앞바다는 산호만이 살아가는, 그들만의 정원은 아니다. 

폴립이 모여 군체를 이루고, 군체가 모여 산호 군락을 이루듯이, 산호 군

락은 동시에 다양한 생명을 잉태하고 부양한다. 연산호 군락을 제 집으

로 삼는 자리돔, 주걱치, 줄도화돔이 곳곳에 은신한다. 각종 나비고기가 

연산호 군락 주변에 모여 있고, 군데군데 호박돔과 벵에돔 무리도 보인

다. 이들과 함께 멸치와 전갱이 무리가 떼 지어 급하게 이동한다. 어린 

물고기를 취하기 위한 대형 줄삼치, 가다랑어, 방어 떼들의 날렵한 사냥

도 시작된다. 갯지렁이와 갯민숭달팽이, 바다거미와 새우, 게 등 각종 갑

각류가 산호 군락에 의지하며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만든다. 폴립으로부

터 시작된 산호 생태계는 ‘산호정원’에 깃든 생명을 아우르며 하나의 전

체가 된다. 아름다운 공생과 조화로운 삶이 산호로부터 시작된다.

산호, 
바다 생물의 은신처

1 갯민숭달팽이

2 줄도화돔

1

2

‘산호정원’으로 
 초대

뛰어난 자연 생태계를 자랑하는 제주도, 그중에서 범섬-법환-

강정마을을 포함한 서귀포 해역은 국내외 보호법에 따라 수중생태계의 

가치가 인정된 지역이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독

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73,800㎡ 규모의 국내 최대의 산호 군락

인 ‘산호정원(coral garden)’은 외국의 산호 전문가들도 ‘원더풀’을 외

칠 정도다. 섶섬, 문섬, 범섬으로 이어진 연산호 군락은 ‘산호정원’에서 

최대 정점을 이루고, 강정 앞바다의 서건도와 강정등대를 이어 화순의 

형제섬과 송악산 일대로 펼쳐진다.

‘산호정원’은 이름 그대로 연산호 꽃밭이다. 분홍바다맨드라

미(Alcyonium gracillimum)나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 등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은 연산호의 형형색색 

자태가 아름답다.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와 금

빛나팔돌산호(Tubastraea coccinea)는 바닷물의 흐름에 

촉수를 내밀고 먹이활동으로 여념이 없다. 부채 모양의 진

총산호들은 노랑, 분홍, 빨강색 자태를 뽐낸다. 관상용 아

열대어종인 쏠배감펭은 연산호 꽃밭을 제 집으로 삼는다. 

소나무를 닮은 천연기념물 ‘해송(海松)’은 마치 추사 김정

희의 고매한 그림처럼 ‘산호정원’에 살고 있다.

, 
 

   
     

 
   

   
  

  
  

 

범섬

산호정원지역

핵심지역

전이지역

반경 1.1km

반경 529mm

서건도

강정포구

‘산호정원(coral garden)’은 제주도 서

귀포 강정과 법환마을 그리고 범섬 사

이, 수심 15~25m 바다 속에 있다. 폭 

100m 길이 500m 이상 73,800㎡의 

면적을 자랑하는 ‘산호정원’은 단일 면

적, 산호 개체수와 다양성에서 타의 추

종을 불허하는 제주바다 최대, 최고의 

연산호 군락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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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3 
 서건도 

 포인트4 
 산호정원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9.75km2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문섬

서귀포항

강정천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섬으로 썰물 

시 도보로 건널 수 있다. 서건도는 수직 암반

지대가 남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서건

도 일대의 물밑 수심은 15m이고 폭 3m 높

이 3m 크기의 수중동굴이 있고 동굴 주위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가 밀집

되어 있다. 또한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금빛나팔돌산호 등 돌산호류가 쉽게 관찰된

다.

문섬과 범섬은 서귀포 일대 연산호 서식의 

핵심지역이다. 특히 범섬 앞 산호정원은 종

다양성과 개체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외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이다.

강정등대, 서건도, 
산호정원, 범섬에 서식하는 
산호

 포인트2 
 강정등대 

 포인트3 
 서건도  포인트4 

 산호정원 

 포인트1 
 범섬 

 포인트1 
 범섬 

 포인트2 
 강정등대 

강정포구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 92.64km2

영어로 Tiger Island, 호랑이섬이다. 어미섬

과 새끼섬으로 구성된 범섬은 깎아지른 주

상절리와 거대한 해식동굴이 일품이다. 범섬

은 섬의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상 50m 이내

에 산호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금빛나팔돌

산호, 해송 등 여러 종류의 돌산호와 각산호

류가 일품이다.

강정등대는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강정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바닷길을 밝힌다. 강정등대 바다 속

은 수심 5m부터 15m까지 수직 암반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강정등대에 대한 

2009년도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종 9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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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017 강정 바닷길은 제주올레길 중 경

관이 가장 뛰어나다는 외돌개~월평길의 7구

간에 해당한다. 강정마을 바닷가 중앙에 강

정포구가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로

부터 약 100m 거리에 강정등대가 있다. 구

럼비 바위 남서쪽 1.3km 앞에 위치한 범섬

(Tiger Island)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의 핵심지역이다. 특히 구럼비와 범섬 사이

에는 73,800㎡ 규모의 국내 최대의 산호 군

락인 ‘산호 정원(Coral Garden)’이 있다. 

5 6  범섬(Tiger Island). 어미섬과 새끼섬으로 구성된 

     범섬은 깎아지른 주상절리와 거대한 해식동굴이 

     일품이다.

5

6

강정마을의 
자연환경

서귀포시 서쪽에 위치한 강정마을

은 서귀포시 대천동에 속한다. 지명이 물강

(江) 물정(汀)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이 항

상 흘러내려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가 

이루어졌고, 부촌으로 성장해 ‘일강정’으로 

불리기도 했다. 동쪽으로는 악근천과 강정천

이 흐르는데, 이곳은 서귀포 시민의 전체 식

수 중 80%를 담당한다. 강정천은 은어가 연

중 소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제주 특산종

인 ‘제주새뱅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강정천 

상류에는 천연기념물 원앙이 살고 있다. 강

정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 서건도가 

있는데,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 

물때가 되면 바닷길이 열린다. 강정마을 해

안가에는 중덕 바닷가, 구럼비라 불리는 넓

고 평탄한 현무암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환

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붉은발말똥

게, 맹꽁이의 주요한 서식지이며 다양한 습

지식물이 살아간다. 또한 가시물, 할망물, 통

물, 버드낭샘 등의 해안 용출수가 구럼비에

서 솟아난다.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아주 드

문 지형으로서 학술적인 연구가치가 높다.

1 강정천 하류. 사진 중앙에 범섬이 보인다.

2 구럼비 전경.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원래 모습이 사라졌다.

3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이주를 위한 

 포획틀에서 죽은 개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4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성체 맹꽁이는 

 단 한 마리도 이주하지 못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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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도립공원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 해안 일부

면적 19.54㎢

지정 연월일 2008년 9월 19일(최초 ‘98.8.4)

관리청 제주특별자치도

절대보전연안지역

위치 연안관리지역(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  

 일대 및 육상지역 연안 97,839㎢) 

면적 15,359㎢

지정 연월일 2007년 4월

관리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강정마을은 전체 면적 중 

15%가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강정포구에서 강정천은 절대보전연안으로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년)이 수립되면서 

종전의 5개의 연안용도해역(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개발조정, 개발유도)은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 

특수, 보전, 관리)으로 변경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및 법환동 산1-3 외

지정 연월일 2002년 12월

관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역일원

지정 연월일 2004년 12월

관리청 문화재청

  

 

   
  

  

 
 

 
 

 
   

 

   
     

 
   

   
  

  
  

7개의 
보호지역 현황

강정 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

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생

물권보전지역(2002.12), 천연기념물 제421

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2000.7), 천

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2004.12),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

역(2002.11.5),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

공원(2006.10),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2004.10.27),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

안지역(2007.4) 등이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

서 해제되었다. 제주 도의회는 2009년 12월 

23일,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

로 변경, 축소하였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2009년 9월 2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

해 천연기념물 제442호의 현상변경을 조건

부 허가하였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buffer zone) 

 전이지역(metastasis zone)

면적 해양권(marine part) 완충지대 바깥경계

 (outer line of marine part buffer zone)  

 동(E):126°30'2"E, 서(W):126°36'38"E, 

 남(S):33°12'27"N, 북(N):33°13'56"N

지정 연월일 2002년 12월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강정동 일원

면적 13.684㎢

지정 연월일 2002년 11월 5일

관리청 해양수산부

절대보전지역

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일대 

면적 1.087km²

지정 연월일 2004년 10월 27일

관리청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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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 II급 

(무척추동물 31종 중 산호충류 15종) 

번 호 종 명

1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2 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

3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ensoni

4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5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6 깃산호 Plumarella spinosa

7 나팔고둥 Charonia sauliae Reeve

8 남방방게 Pseudohelice subquadrata

9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10 두드럭조개 Lamprotula coreana

11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12 망상맵시산호 Plexauroides reticulata

13 밤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castanea

14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15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

16 선침거미불가사리 Ophiacantha linea

17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18 염주알다슬기 Koreanomelania nodifila

19 울릉도달팽이 Karaftohelix adamsi 

20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ribrosa

21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a

22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23 잔가지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ijimai

24 장수삿갓조개 Scelidotoma vadososinuata hoonsooi

25 착생깃산호 Plumarella adhaerens

26 참달팽이 Koreanohadra koreana

27 측맵시산호 Plexauroides complexa

28 칼세오리옆새우 Gammarus zeongogensis

29 해송 Antipathes japonica

30 흰발농게 Uca lactea

31 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alba

기타 미립이분지돌산호 Dichopsammia granulosa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호충류 
법적 보호종 현황

1)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 II급 (무척추동물 31종 중  

산호충류 15종) 및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중 산호충류 16종)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산호충류 15

종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에는 검붉은수지맨드라

미(Dendronephthya suensoni), 자색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putteri), 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alba),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밤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castacea) 

등 5종의 연산호가 포함되어 있다. 해송(Myriopathes japonica)과 긴가지

해송(Myriopathes lata)은 그 자체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456

호와 457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77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 중 산호충류는 16

종으로 15종은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과 동일하다.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협약)

‘멸종위기에처한야생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협

약)’은 푸른산호과(Helioporidae spp.), 관산호과(Tubiporidae spp.), 

각산호목(Antipatharia spp.), 돌산호목(Scleractinia spp.) 전종을 국제

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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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보호구역 

1)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반대활동 경과

추진 경과 반대 활동 경과

연안항 기본계획으로 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 반영여부 최초 논의

1997∼2001 국방부 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95.12)

해군본부, 해수부에 화순항 해군전용

부두 수용여부 타진 (‘01.7)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도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 58.2%, 

찬성 24.9% 발표

• 도민대책위(준), 안덕면 대책위  

출범…반대운동 본격화 (‘02.7)

•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양수산부 제출 

(‘02.10)

• 해군본부 화순항 해군기지 대주민 

홍보 시작 (‘05.3)

•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선언 

(‘05.6)

•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 위한  

기초조사 계획 발표 (‘05.9)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제주해군

기지T/F 구성합의, 논의재개 (‘06.6)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반대’ 선언 

(‘06.12)  

• 강정마을회 긴급임시총회 주민 

87명 참여, ‘강정해군기지 유치’  

결의 (‘07.4)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 

(‘07.5) 

•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174억원 

국회통과 (‘07.12)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회 결성 (‘07.5)

•강정마을회 전체 주민투표 실시,

    해군기지 반대입장 결정 (‘07.8)

• 주민 725명 참여, 반대 680명,  

찬성 36명, 무효 9표

1992년

1995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Coral Triangle, 전 세계 
연산호 서식의 북방한계선

한국의 남해안, 특히 제주 남부 연안은 아시아태평양 산호 군락

지의 북방한계선이다. 마이크로네시아의 폰페이 해양환경연구소를 이끄

는 사이먼 엘리스 박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의 산호 삼각형은 서쪽으로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과 동쪽으로 호주 대산호초 지대, 그리고 한국의 제

주도를 연결하면서 완성된다.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호 분포 삼

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한다. 이를 ‘Coral Triangle’이라 부른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553종, 괌 377종,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 

350종, 베트남 298종, 오키나와 200종의 산호가 ‘Coral Triangle’에 서식

한다.

Pacific Ocean

Indian Ocean

Australia

Indonesia

Philippines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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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반대 활동 경과

• 총리실, 검증위원회 구성 제주도에 

통보 (‘12.1.26)

• 총리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 공개 

(‘12.2.17)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

회견서 ‘해군기지 건설 계속’ 표명

(‘12.2.22)

• 해군, 해군기지 공사재개…구럼비 

발파 (‘12.3.7)

• 해군, 제주기지 해상 준설공사 재개 

('12.4.7)

• 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12.7)

• 태풍 볼라벤으로 강정 앞바다에  

설치한 케이슨 7기(약 350억 원) 

파손. 입지 선정 오류 논란 (‘12.8)

•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주한

미해군사령관(CNFK)이 요구한  

조건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밝혀짐(‘12.10)

• 구럼비 발파 시작, 구럼비 살리기 

평화행동 전국으로 확산 (‘12.3)

• ‘2012 제주국제평화의회’ 제주도 

개최 (‘12.2.24-26)

•  노벨평화상 후보 영국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 강제추방. 강정과 연대

하기 위해 찾아온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조치  

이어짐. 항의행동 (‘12.3)

•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선언’ 발표. 브루스 커밍스  

교수 등 전 세계 종교인·지식인 

1100여 명 선언 참여 ('12.4)

• 강정평화대행진, “해군기지 공사 

중지, 강정의 평화” 염원하며  

제주도 일주. 연인원 2천여 명  

행진 참가(‘12.7)

•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결의안 

발의. NGO 측 압도적 찬성,  

그러나 한국 정부 외압과 IUCN  

편파적 운영으로 부결

• SKY(쌍용, 강정, 용산) 공동행동, 

생명평화대행진 개최.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강정에서 서울

까지 전국 행진

• SKY Act, 서울 대한문 앞 ‘함께  

살자 농성촌’ 시작 ('12.11)

•  해군, 국회 예산 부대조건 무시한 

상태로 공사 강행 (‘13.1)

•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  

반대 농성 천막 강제철거 행정 

대집행(‘13.5)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 ‘함께  

모이자! 걷자! 외치자! 강정에  

평화!('13.7) 

•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구럼비 - 

바람이 분다> 상영 ('13.10)

•  강정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 

전국에서 수만 권의 책을 강정마을

에 전달('13.10)

2013년

2012년

추진 경과 반대 활동 경과

•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

표 (‘08.9) 

• 2009년도 민군복합항 예산 375억

원 국회통과 (‘08.12) 

강정 주민, 제주도 일주 평화행진 

시작. 도민들에게 해군기지 문제를 

알림 (‘08.7)

•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 건설 

관련  명칭이 서로 다른 문서

   (제주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 

    국방부 : 제주해군기지)로 기본 

    협약서(MOU) 이중 체결

• 국방부,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 (‘09.12) 

• 한나라당 주도 제주도의회, 강정 앞

바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시킴(‘09.12) 

• 강정반대위-범대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청구 (‘09.5) 

•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실시…

   주민투표율 11%로 무산 (‘09.8)

• 우근민 지사 취임사에서 해군기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발표 (‘10.7) 

• 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 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10.11) 

• 강정마을, 새로운 제안(지금까지 

거론된 지역 재검토, 신청마을  

없을 시 강정마을 수용) 등 5개항 

놓고 주민투표 (‘10.8)

•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반대와 조건부 수용 중 결사반대’

로 입장 결정 (‘10.12) 

• 해군본부, 도에 사업 착공 통보 

(‘11.2)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 의결(‘11.3)

• 민군복합항 검증 T/F팀 1차보고서 

발표 (‘11.9) 

• 국방부, 2012년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국회에 요청 (‘11.10) 

• 국회,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96% 삭감. 설계오류 검증  

요구 (‘11.12)

• 국회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 

국회 부대조건 미준수,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 이유로 공사 중단·재검토 요구 

(‘11.8)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긴급체포,  

구속 (‘11.8)

• 공권력 투입, 구럼비 가는 길을 

막고 펜스 설치 위한 행정대집행

(‘11.9)

• “강정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지속적

인 저항과 용기, 고결한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노엄촘스키(‘11.9)

2011년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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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형적으로 불리한 강정마을이 군사기지로 선정되었을까

해군은 화순, 위미, 토산, 강정 등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항만입

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권 현황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한 결과 

강정 9점, 화순·위미·토산·월평 8점으로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

한다.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에 3점 만점을 주면서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해군이 강정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소 직선형 해안”이 형성되어 있지만 “전

면 해상에 범섬이 위치하여 연안으로 내습하는 파랑 일부 차폐 가능”하

고 “수심 조건 고려 시 매립에 의한 부지확보 용이”하며 “태풍 내습 시 

월파 등에 의한 강정항 피해저감”도 예상된다고 항만 입지여건을 설명

한다. 배후지 여건은 “배후 도로·교통여건 다소 불리”하지만 “매입지내

에 민가가 거의 없음”으로 “부지매입 용이 및 주민과의 마찰 최소”가 장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군이 밝힌 강정마을의 입지타당성 결과는 거짓말이거나 심

각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은 해상에 그대로 노출된 지형이다. 그렇지만 해군은 전면해상에 위치한 

범섬이 태풍 일부를 막을 수 있으므로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

장한다. 지금까지 강정과 법환마을의 태풍 피해를 봤을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구분 위미 강정 월평 화순 고산 고내/신엄 온평 토산

항만입지 ○(3점) ○(3점) ○(3점) △(2점) ×(1점) ×(1점) ×(1점) △(2점)

배후지 여건 △(2점) ○(3점) ×(1점) ×(1점) ○(3점) ×(1점) ×(1점) △(2점)

문화재 현황 ×(1점) ×(1점) △(2점) △(2점) ×(1점) △(2점) ×(1점) △(2점)

어업권 현황 △(2점) △(2점) △(2점) ○(3점) △(2점) △(2점) △(2점) △(2점)

평가
8점 9점 8점 8점 7점 6점 5점 8점

2 1 4 3 5 7 8 6

후보지별 입지타당성 평가

* 주 : ○(3점):양호(유리), △(2점):보통, ×(1점): 불량(불리)

*  자료 : 대한민국해군, 『06-520 기본계획보고서』, 2009.2, 201쪽.,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

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9.8, 1427쪽.

추진 경과 반대 활동 경과

강정마을 내 관사 공사 착공 (‘14.10)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출범

(14.3)

•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벌금 납

부를 거부하며 활동가들 자진노역 

선택 (‘14.5)

• 강정마을총회, 마을내 군  

관사 유치 여부, 주민 98% 반대 

(‘14.6)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 ‘기억하

자 저항의 역사,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 국방부,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반대 농성 천막 등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15.1)

•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해군 제7

기동전단 제주기지로 이전 (‘15.12)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 ‘함께 걷

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15.7)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3000일(‘15.8)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16.2.26)

• 해군, 강정마을회 및 주민, 활동가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16.3)

• 강정생명평화 문화마을 선포식

(‘16.2.26)

• 구상권 청구 대응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정문 앞 천막설치(‘16.4)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16.8)

•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발표

2014년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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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급 태풍에 무너진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제주도 남단, 특히 강정마을과 법환마을 그리고 범섬을 잇는 삼

각지대는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첫 관문이다. 제주도에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다. 태풍이 오면 제주도의 모든 언론의 방송 카

메라는 범섬을 배경으로 법환포구를 삼키는 태풍을 촬영한다. 강정마을과 

법환마을은 만(灣)이 아닌 곶(串)의 지형이기에 거센 태풍을 촬영하기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런데 해상에 고스란히 노출된 지역에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다. 은폐, 엄폐가 불가능하고 태풍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입지조건이다. 이

곳에 서남방파제 총 1496.2m(서방파제 420m, 남방파제 1076.2m), 동방

파제 총 652.1m 등 2km가 넘는 방파제가 놓인다. 앞으로 해군기지는 태풍

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

 태풍 너구리로 휘어진 철근들

028 029

심지어 제주해군기지 방파제가 바로 옆에 위치한 강정항을 보

호할 수 있다고 한다. 제주해군기지의 1만800톤 초대형 케이슨도 2급 

태풍에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거센 파도와 태풍으로부터 강정항을 지킬 

수 있을까. 또한 앝은 수심을 고려하면 매립에 의한 부지확보가 쉽다고 

했는데, 반대로 방파제 안쪽의 선회장은 수심 17.4m를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해상 준설이 필요하다.

배후지 여건의 설명은 더더욱 해군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었다. 

해군은 매입지내에 민가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

에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매입지와 해상 매립지는 강정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공권력이 생활 터전을 강제 수용해 공사를 강

행하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해군은 주민과의 마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

다. 그러나 연인원 700여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재판에 회부된 건수만 

392건에 이른다. 벌금액은 4억 원을 넘었다. 나아가 해군은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배상금을 요구하자 273억 원을 물어주고 준공식 

한 달 만에 주민과 마을회 등 개인 116명과 단체 5곳을 상대로 34억5천

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고내,신엄리

제주 해군기지후보지

고산리

화순항 월평동

위미1리

토산리

온평리

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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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발표되자마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

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방부는 건설대상지를 “입지타당성

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라고 밝

혔다. 당시 강정마을 이장이 주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8월 강정마을회관에서 실시

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94%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표를 던진다. 

서귀포 강정마을뿐 아니라, 인근 법환마을 어촌계까지 주민반대가 확산되

었다.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종교인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였다. 지역 주

민들은 세계적 해양자원인 연산호 군락의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개발시

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책사업이라도 사전환경성검토 

등 최소한 절차는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국책사업의 논리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지 말고, 환경부, 문화재청, 객관적인 연구기관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과 문화재 조사를 제안하였다.

030 031

4) 포획 틀에서 죽은 붉은발말똥

게, 성체 맹꽁이 이식성공율 0%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2급인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제주고유종인 민물새우 제주새뱅이는 모

두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누

락된 종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해군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붉은발말똥게 총 303개

체를 포획, 서귀포 약천사 선궷네에 이식”, 

“맹꽁이 유생 총 900여 개체를 제주시 돌

문화공원에 이식”, “사업부지내 용천수에

서 발견된 제주새뱅이도 총 5,300여 개체

를 강정천에 이식”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포획, 이식과정 모두 졸속이었다.

붉은발말똥게는 포획과정에서 포

획 틀에 갇혀 죽은 개체가 발견되었고, 이

식 장소로 언급된 선궷네는 개인 사유지

로 이식 이후에 경작지 조성을 위해 훼손

되었다. 맹꽁이는 올챙이 상태의 유생만 이

식하였고, 성체 맹꽁이는 단 한 마리도 발

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맹꽁이 생태주기의 

90% 넘게 차지하는 육상서식지에 대한 조

사와 포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식 

장소로 언급된 제주 돌문화공원은 맹꽁이

의 기존 서식지로 밝혀진 곳도 아니었다. 

5,300마리의 제주새뱅이가 이식

된 강정천 하류 800m 지역은 한 생태계에

서 개체군이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

선 방사였다. 

1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2 제주새뱅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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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청,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승인

강정마을 앞 해안 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 

2004년 지정)로 보호되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군은 2008년 

7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허가조건으로 ▲ 부유사,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설치 등),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공사 중 

연 4회 계절별 조사, 6개월 단위 보고 등),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군락 보존대책 마련(대체군

락 사전 확보 등)을 해군에 통보한다.

0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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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사 현장(2011.8.3)

2012년 공사 현장(2012.8.21)

2013년 공사 현장(2013.8.30)

036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 진행 상황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시설공사는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등

의 1공구, 계류부두와 동방파제, 서방파제

호안과 동방파제호안, 부지조성 등의 2공

구 공사로 나눠 진행되었다. 1공구는 삼성

물산, 대우건선, 두산건설 등, 2공구는 대

림산업,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이 시

공사로 참여하였다. 2010년 2월에 착공해 

2014년 7월 준공이 목표였다. 실제 준공일

은 2016년 2월 26일이었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

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강정포

구에서 찍은 사진으로 연도별 공사 진척 상

황을 기록하였다. 2011년은 육상 부지에 

공사펜스가 설치되었고 시설공사 안내판

이 게재되었다. 강정등대 쪽에 일부 오탁방

지막이 설치되었고, 제주올레 7구간 중 강

정해안을 거치는 구간은 폐쇄되었다. 실제 

해상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2012년에는 구럼비 발파 공사가 본격화되

었고 해상공사를 위한 테트라포드가 구럼

비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정포구

에서부터 강정등대를 거쳐 남쪽 범섬 방향

으로 넓게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고 해상 

준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진을 촬영한 날

은 8월 21일인데, 15호 태풍 ‘볼라벤’이 상

륙하기 직전이다. 이후 태풍 볼라벤과 덴빈

강정 앞바다의 
변화

의 영향으로 7기의 케이슨이 파손되었다. 

파손된 케이슨은 2013년 6월까지 방치되

었고, 수중 절단 후 다른 케이슨의 속채움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3년은 케이슨 공법에 따른 해

상공사가 본격화되었다. 2012년 파손된 7

기의 케이슨에 대해 수중 절단 작업이 이뤄

졌고, 화순항에서 제작해 이동한 방파제 케

이슨이 차례대로 강정 앞바다에 투하된다. 

계획대로라면 외곽방파제 1공구에 57개, 2

공구에 82개 등 8,800톤 케이슨 총 139개

가 사용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강

정등대와 서건도의 연산호 군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전문가들의 예

측대로 부유사 침전, 조류 변화에 따라 연

산호 생태가 직•간접적으로 변하기 시작

하였다.



038 039

2014년 공사 현장(2014.3.2.)

2014년 공사 현장(2014.11.4)

2015년 공사 현장

2016년 공사 현장

038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 진행 상황

2015년 1월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항만 85%, 육상 43%의 공정률을 

보였고 2015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되었다. 2014년 7월에는 2012년 태풍 볼

라벤으로 케이슨 6기가 완전히 파괴된 이

후 2년 만에 케이슨 훼손 사고가 발생하였

다. 태풍 너구리로 인해 남방파제 끝부분의 

케이슨 3기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훼손되었

다. 2013년에는 서귀포 강정마을에 직접적

인 태풍의 영향이 없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풍의 강도와 관계

없이 강정마을은 태풍에 취약한 입지에 설

계되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편, 해군은 2014년 10월에 강

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지상 4층 5개동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 건

립 공사를 시작하였다. 관사는 애초 616가

구 규모였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

의 문제로 72가구로 축소되었다. 해군참모

총장까지 직접 나서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 않겠다”며 자필 서한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

면서, 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될 여지가 없었

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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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섬이 보이는 구럼비 해안

2 해군기지가 건설된 해안 모습

2

040 041

3) 공사 전후 구럼비 경관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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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

조사3 : 등대주변

N 33˚13.3866 / 
E 126˚28.7631
조사일시 : 2008.9.22 14:30

강정등대주변에 서식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연산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연수지맨드라미 / 밤수지맨드라미 / 둔한진총산호 / 측맵시산호 / 
별흑산호 / 해송 / 긴가지해송

조사1 : 사업부지 내

N 33˚13.1552 / 
E 126˚29.1096
조사일시 : 2008.9.22 11:00

조사2 : 서건도앞 

N 33˚13.6649 / 
E 126˚29.9141
조사일시 : 2008.9.22 13:00

밀물시

등대주변 연산호 군락지 연산호로 둘러쌓인 동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둥한진총산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해송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자색수지맨드라미

서건도

썰물시

042 0431) 녹색연합, 『제주 해양 생태 연구 

보고서 -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2007년)

2007년에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로 강정마을이 발표된 직후, 녹색연합은 

2008년까지 공사 현장 인근 지역의 연산

호, 어류, 복족류 등 해양 생태를 조사하였

다. 서귀포시는 2008년, 강정등대 주변에 

서식하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

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측맵시산호, 별혹산호, 해

송, 긴가지해송 등 9종의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야생생물 산호충류를 확인하기도 하

였다. 녹색연합은 수중조사를 통해 강정등

대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는 법

적 보호종 해송 등을 추가 확인하였다. 동

방파제 우측에 위치한 서건도 일대의 연산

호 군락도 확인하였다.

2) 인더씨코리아, 『저서무척추동물 

분야 :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 검

토서(초안)』 (2008년 7월)

해군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

해 25차례 이상 강정 앞바다에 대한 수중

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체조사결과 군데군

데 소규모의 연산호 개체가 개별적으로 발

견되긴 했으나 반대 측이 주장하는 연산호 

군락지는 사업부 주변에 없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별도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인더씨코리아가 조

사에 참여하였다.

산호와 관련한 
다른 자료의 수집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내린다.

“강정 지역은 제주 연안의 수중생

태계 특히 연산호 군락지의 보전차원에서 

가치가 크며, 훌륭한 해안경관을 보유한 매

우 중요한 지역이다. 매립되지 않더라도 공

사 범위로부터 약 500m 이내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므로, 공사구역 

외곽에 발달한 암반지대의 생태계는 공사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종합적 차원

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수중 조하대 

생물 및 생태계 영향성에 대하여 정밀한 조

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2008년 강정등대 주변에서 검붉은수지

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법적 보호종 9

종을 확인하였다. 녹색연합은 2008년 현장조사에서  

사업부지 내에 서식하는 법적 보호종 해송 등을 추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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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

호 군락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군은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2009년)부터 사후영향

관리 기간인 2011년~2015년까지 ①연산호 종 수, ②부유사 농도, ③조

류 변화 등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영향 없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일

부 감소 현상이 관찰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사실, 해

군은 제주해군기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남/동방파제와 이격거리 

4~500m 내외에 있는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 

및 조류, 부유사 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즉 환경영향조사를 해군기지 

직접 영향 지역을 제외한 엉뚱한 곳으로 해놓고 나서 결과를 ‘이상 없

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

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연 2회 제출받았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

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산호 

생육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하였다. 해군이 밝힌, 공사 착수 이후 5년간 지점별 연산호 

출현종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해군 보고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함”

조사지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문섬 47종 51종 49종 50종 49종

범섬 44종 50종 51종 51종 41종

기차바위 33종 43종 37종 47종 44종

강정등대 13종 10종 14종 12종 1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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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산호 분포 

조사 통합보고서』 (2009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서귀포해역(70,410,688㎡)과 송악산 해역(22,229,461㎡)에 

대한 정밀조사 연구를 통해 해양생태계 기록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주 남부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연산호군락 산호 분포조사 통합보고서』는 섶섬~지귀도 지역에서 46종, 화

순항~형제섬~송악산 지역에서 42종, 강정~범섬~문섬~섶섬에서 79종의 산호충

류를 확인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 중 최고 보전등

급인 V등급, 연산호 군락지 핵심지역으로 제안한 곳은 ‘범섬 북서쪽 외곽’과 ‘서

귀포항 남방파제 앞’,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범섬 북서쪽 외곽’이 바로 ‘산호정

원’이다. 제주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백미를 꼽으라면 단연 서귀포 강정마을과 

법환마을, 그리고 범섬 사이에 있는 73,800㎥ 규모를 자랑하는 ‘산호정원’이 으

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산호 분포조사 통합보고서』, 

2009.11, 292쪽의 범섬지역의 보전등급

* 조사팀은 산호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 지역을 연산호 보호 핵심지역으로 제안한다.

범섬

산호정원지역

핵심지역

전이지역

반경 529mm

서건도

강정포구 반경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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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  2011년 상반기(6월 18일~22일)와 하반기(12월 5일~8일) 두 차례, 강정

등대 인근의 3곳 정점에서 방형구(1m×1m)를 설치해 산호충류를 조사함

(p.111~112)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 

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

(p.148~153)

-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

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2.1

대한민국해군
2013.2

해군의 강정등대 인근의 산호충류 조사지점 ST-1, ST-2, 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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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수행하고 발표한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 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 

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

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  위 내용은 민관공동생태계조사 당시, 연산호가 군락을 형성하여 안정된  

서식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조사정점을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반면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은 부유사의  

영향예측 최대 확산범위를 공사구간 서쪽으로 약 2.5km까지, 동쪽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반경 2km까지 유속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예측한다. 조사정점 세 군데 모두 연산호류가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cm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 

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해군본부 
2008.4

해군본부 
2009.8

해군이 밝힌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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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

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

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

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

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

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

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

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보다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

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언급된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

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

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

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해양환경 영향조사 및

연산호 영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2012년)

-  해상 공사전인 2011년 하반기와 2012년의 조사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공사로 인한 해·조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p.260)

-  부유사 농도 관측결과, 사업지역의 공사로 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계절 및 조석에 따른 해양환경변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은 부유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p.261)

-  2012년 문섬, 범섬, 기차바위 등 3개 지역 총 10개 정점을 대상으로  

산호충류 서식 양상 및 출현종을 파악함. 산호충류의 태풍 피해영향 조사  

결과, 얕은 수심의 연산호 군락은 대부분 탈락이 되었고, 그 이하 수심은 작은 

개체와 군락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깊은 수심은 비교적 적은 영향이 관찰됨

(p.263~264)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 연산호 훼손 
최초로 인정, 
“50% 이상의 
지표생물군... 감소”048 049

대한민국해군
2013.4

대한민국해군
2014.2

해군연산호보고서(2012)에서 밝힌 연산호 조사 정점. 기차바위, 범섬, 문섬 

일대의 9곳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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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총회)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해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염려하는 ‘Save Jeju Now’의 제안에 

따라, 녹색연합 등은 예측되는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발표한다. 조사는 1) 연산호, 2) 붉은발말똥게/맹꽁이/제

주새뱅이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국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전체 

예산은 그린피스가 제공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산호 전문가 사이먼 엘리스는 2012년 8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강정지역의 독특한 산호 군락

지의 건강성과 위협요소에 대해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기

지 건설 현장의 동, 서쪽 최인접 지역인 강정등대와 서건도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 1) 강정등대 주변에서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14종의 산호를 

확인하였고 그중 9종이 국내외 법적 보호종이었으며, 2) 서건도 주변에

서 금빛나팔돌산호 등 11종의 산호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6종이 국내외 

법적 보호종이었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Site Description 지역명
Gangjeong Lighthouse

강정등대
Rock E. of Construction
건설현장 동쪽 바위(서건도)

GPS Location 33°13′326″N 126°28′829″E 33°13′657″N 126°29′777″E

% coral cover at 9 m (9m 산호 피복도) 16% 6.3%

Species or Genus Present Present

% coral cover at 9 m (9m 산호 피복도) 16% 6.3%

Order Alcyonacea

Dendronephthya gigantea 큰수지맨드라미 Yes Yes

Dendronephthya putteri (1) 자색수지맨드라미 Yes No

Dendronephthya suensoni (1) 검붉은수지맨드라미 Yes No

Dendronephthya mollis (1) 연수지맨드라미 Yes No

Scleronephthya gracillima 분홍바다맨드라미 Yes Yes

Order Gorgonacea

Acabaria Formosa 포모사바늘산호 Yes Yes

Euplexaura crassa (1) 둔한진총산호 Yes Yes

Calicogorgia granulose 둥근컵산호 Yes Yes

Verrucella spp. 별혹산호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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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년 10월)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

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

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

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

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 

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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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사이먼(2012)은 2012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서 “제주해군기

지 건설은 해안 퇴적을 유발하여 멸종위기 산호군의 생태를 즉각적으로 

위협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지 주변에서 조류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이는 강정등대와 서건도의 연산호 

생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 ‘제주연산호TFT’는 

사이먼의 위협적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의 조류가 변하고 있었다. 조류

는 연산호 생존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조류의 차단과 변화는 향후 연

산호 멸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서방파제와 남방파

제는 강정등대 일대의 조류 흐름을 차단하였다. 조류 흐름이 없는 강정

등대 수중은 흡사 호수처럼 잔잔하였다. 강정등대 일대의 조류 차단은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방파제 케이슨 설치에 직접적인 원

인이 있다. 따라서 조류 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2012년 이전과 조류 흐름

이 차단된 2013년의 변화는 분명하였다. 2012년에 발견된 14종의 산호

는 2013년 조사에서 6종으로 대폭 줄었다. 수심 9m와 12m 지점의 연산

호 피복도는 16%, 34%에서 14.6%, 21.6%로 각각 1.4%, 12.4% 줄었다.

서건도 일대는 과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가 있었으

나, 2013년 조사에서 조류의 흐름은 강정천에서 범섬 방향으로, 즉 북에

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다. 조류 변화가 연산호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인지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조류 변화와 

연산호 생존의 상관관계는 서귀포항 남방파제 건설 사례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서귀포항 남방파제와 문섬 사이의 빠른 조류는 이 지역 연산호

의 새로운 성장을 도왔던 반면, 항구의 ‘그늘’에 해당하는 동쪽과 서쪽 

연안은 심각한 수준의 퇴적이 발생했고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도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 변화와 함께 강정등대 일대에서 발견된 부유사 침전과 퇴

적의 징후는 심각하였다. 강정등대 수중바닥의 모래와 암반지대는 쇳가

루 색깔의 퇴적물로 덮여 있었고, 퇴적은 강정등대 일대 전체에서 폭넓

게 진행되었다. 퇴적물이 연산호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퇴적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퇴적 범위를 빠르게 확인하여 더 이상 퇴적이 발생하지 않도

록 긴급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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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Antipatharia

Myriopathes japonica (1,2,3) 해송 Yes Yes

Order Scleractinia

Montipora trabeculata (3) 빛단풍돌산호 Yes Yes

Alveopora japonica (3) 거품돌산호 Yes Yes

Dendrophyllia spp. (3) 나무돌산호류 Yes Yes

Tubastrea coccinea (1,3) 금빛나팔돌산호 Yes Yes

(1)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2) 문화재청 천연기념물457호 (3) CITES 부속서II 

사이먼 엘리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후 과정이 산호 서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산호 수천 종에 물리적 

파괴 및 침전에 의한 질식 등 직접적으로 고사를 초래할 것이다. 

해류 흐름의 변화,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등으로 인한 침전물 

및 오염물질의 증가는 산호의 개체 수를 떨어뜨리고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낮은 번식률과 침전물에 의한 영역 

손실로 인해, 산호의 새로운 지역으로의 번식력이 감소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 침강은 산호군락의 먹이 

가용성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산호의 

개체 수 가입과 산호군락의 건강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기지를 들고나는 선박량의 증가는 TBT 및 구리(해양생물 부착방지재

료)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해한 물질은 산호를 포

함한 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유충의 착상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주변 환경

으로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

물질 역시 기지 주변 지역의 산호

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고사

를 초래할 것이다. 

기지 주변 바다에는 적지만 기름과 

연료, 기계에서 나오는 다른 오염

물질의 지속적인 누출이 예상될 수 

있다. 이 독성물질이 파도에 의해 

일단 한번 확산되면 산호의 성장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지 주변의 해류 패턴의 감소와 변화는 동, 서쪽 방파제 부근 산호 군락의 직접적인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해류 패턴의 변화는 기차바위나 범섬 같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기지로부터의 대량의 기름 유출은 

이 지역 산호군락에 장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지를 들고나는 대형 선박들의 프로펠러에서 생기는 

너울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차바위의 산호군락에 

물리적 외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054 055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연산호의 생존에는 치명적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연산호 변화상 조사를 위한 국제 워크숍’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의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2014년 6월 10일 국

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어서 13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서식실태 모니터링 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중조사와 전략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그룹 위원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해양연구소 사이먼 엘리스 대표, 

일본 자연보존협회 아베 마리코 박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녹색연합, 참여연대, 강정마을회 및 전문 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

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가 참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4년)

국제심포지엄과 수중조사 

해외참가자 약력

제임스 마라고스
(Jame E. Maragos)

- 하와이대학 해양학 박사

-  미 육군 공병대 태평양 지역  

환경분과 총괄

-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산호초 생물학자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 보전위원회 산호초  

전문가위원

사이먼 엘리스
(Simon Ellise)

-  영국 에딘버러 대학  

해양생물학•미국 루지애나  

대학 수산학 전공

-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대표

-  해양보호단체 씨콜로지

(Seacology) 마이크로네시아 

대표

-  2012년 제주해군기지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수행

아베 마리코
(Abe Mariko)

-  일본 류큐대학 생물학 박사

-  호주 제임스쿡 대학  

해양생물학 석사

-  산호초 보호단체 리프체크

(Reefcheck) 코디네이터

-  일본 자연보존협회 스텝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제주연산호TFT’는 1)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 2) 강정등대와 서건도의 퇴적물에 대한 대책 수립, 3) 연산호 

모니터링 대상지역과 방식의 변화, 4) 중장기적인 연산호 보호대책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054 055조사 지점 A (강정등대) B (서건도)

조사 연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GPS 지점
33°13′326″N
126°28′829″E

33°13′375″N
126°28′76″E

33°13′657″N
126°29′777″E

33°13′657″N
126°29′777″E

9m 연산호 피복도(%) 16% 14.6% 6.3% 32.4%

12m 연산호 피복도(%) 34% 21.6% 8.5% 13.4%

Species or Genus Present Present

Order Alcyonacea

Dendronephthya gigantea 큰수지맨드라미 Yes Yes Yes Yes

Dendronephthya putteri (1) 자색수지맨드라미 Yes Yes

Dendronephthya suensoni (1) 검붉은수지맨드라미 Yes

Dendronephthya mollis (1) 연수지맨드라미 Yes Yes

Scleronephthya gracillima 분홍바다맨드라미 Yes Yes Yes Yes

Order Gorgonacea

Acabaria Formosa 포모사바늘산호 Yes Yes Yes Yes

Euplexaura crassa (1) 둔한진총산호 Yes Yes

Calicogorgia granulose 둥근컵산호 Yes Yes Yes

Verrucella spp. 별혹산호 Yes Yes

Order Antipatharia

Myriopathes japonica (1,2,3) 해송 Yes Yes

Order Scleractinia

Montipora trabeculata (3) 빛단풍돌산호 Yes Yes Yes Yes

Alveopora japonica (3) 거품돌산호 Yes Yes Yes

Dendrophyllia spp. (3) 나무돌산호류 Yes Yes

Tubastrea coccinea (1,3) 금빛나팔돌산호 Yes Yes Yes

(1)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2) 문화재청 천연기념물457호 (3) CITES 부속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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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엘리스 “침전물의 확산과 증가는 
연산호 위로 퇴적되어 산호초의 먹이활동
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위협
요인이 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해
군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마리코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사리 물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지점 
모두 조류가 없어서 호수와도 같았다” 

제임스 마라고스 “같은 지점에서 향후 3
년간 조사를 지속하여 연산호의 변화와 관
련한 자료 축적과 조류의 변화를 확인한다
면 인과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김진수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가 거의 완
공된 이 시점 이후, 서건도 일대에서 활짝 
핀 연산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해외전문가들 공동수중조사, 

“활짝 핀 연산호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공동조사단은 2014년 6월, 강정등대 및 서건도 등 해군기지의 

직접 영향권 지역에서 연산호의 서식을 위협하는 해양환경변화의 징후

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상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에 비해 연

산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참가자
제임스 마라고스, 사이먼 엘리스, 아베 마리코, 김진수 제주 해마다이빙 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외 2인 

각각의 조사시간
사리물 때 (조류가 빨라 연산호 먹이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 전후

단, 기차바위는 정조 시간

일자별 

조사지역

6월 11일: 강정등대와 서방파제 사이의 부유사 및 조류 흐름 확인 (민•군  공동조사)

               - 지도상 A지역

6월 12일: 서건도, 범섬, 기차바위 일대 수중조사 – 각각 B, C, D지역

6월 13일: 강정등대, 서건도 일대 수중조사 – 각각 A, B지역
, 

 

   
     

 
   

   
  

  
  

 

A지역

B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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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역

C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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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는 2015년 8월, 제주해군

기지로 인한 연산호 변화상 비교사진과 영상을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언론 발표하였다. 비교 사진과 영상은 제주해군기지의 해상 공사가 본

격화한 2012년 여름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년 3월 구럼비 발파가 시

작되었고, 그해 봄철부터 해상 공사가 시작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에 따른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약 

1.5km에 이르는 서/남방파제, 500m에 이르는 동방파제는 조류의 흐름

을 막았다. 또한 방파제 건설에 따른 케이슨 투하, 사석 유입 등은 지속

적으로 부유물질을 발생시켰고, 강정 앞바다에 퇴적되었다. 현재 강정등

대와 서건도 일대에서 발생하는 연산호 군락의 죽음은 멈춘 조류와 공

사 중 발생한 퇴적물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후, 
연산호 군락의 변화
(2015년)

조사지점

강정등대

서건도

공동조사단은 해군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

군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결과 확인하였다. 또한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서 쇳가루 색깔의 

침전물이 가득 쌓인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058 059

6월 11일

해군과 함께 진행했던 민•군 공동

수중조사(강정등대 주변해역)에서 

확인된 콘크리트 블록 등 공사 

폐기물과 오탁방지막 훼손물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다.  

6월 13일

강정등대 주변 해저에 쇳가루 

색깔의 침전물이 가득 쌓인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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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군의

환경영향조사보고서 조사지점

2011~2013 

현재 해군기지 사업단은 강정등대 주변해역 ST1,2,3에 대해 반기 1회씩 연산호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음. 서방파제와 100m 이격된 강정등대와 동방파제와 4~500m 이격된 서

건도 일대에 대한 계절별(연 4회) 연산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현재 해군기지 사업단은 해•조류변화 측정을 각각 PC-1,2지점에서, 부유사 측정은 각각 

부이A,B지점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 4지점 모두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음. 

  해양동식물상 조사지점 

▲ 해조류 변화 측정 지점 
▨ 부유사 측정 부이

PC-1

ST1,2,3

PC-2

Boey A

▲

▲
▨

Boey B

범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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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등대 01

강정등대 남단 90m, 수심 15m 지점에

서는 수중동굴이 있다. 이곳은 대형 자바

리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동

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큰수지맨

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

되어 있다. 동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한 

이번 촬영 결과,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

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

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

습이었다.

200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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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등대 
05

강정등대 
06

강정등대 
07

강정등대 남단 70m, 수심 15m 지점에서 촬영한 분홍바다맨드라미 군락지이다. 깨끗하던 바다가 부유물로 가

득했고, 연산호의 크기는 30cm 이상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줄어들었다. 

강정등대 남단 80m, 수심 15m 지점에서 촬영한 분홍바다맨드라미 군락지이다. 이곳 역시 부유물로 가득했고, 

분홍바다맨드라미는 폴립을 닫고 잔뜩 수축된 모습이었다. 진총산호는 색을 잃어 죽어가고 있고 부유물질이 잔

뜩 끼어 있다.

강정등대01 사진과 동일한 장소이다. 동굴 입구의 연산호 군락지를 비교하였다.

2008년 2015년

062 063

강정등대 
02

강정등대 
03

강정등대 
04

강정등대 남단 100m, 수심 15m 지점에서 촬영하였다. 과거에는 수지맨드라미류(사진 좌, 뾰족수지맨드라미), 

긴가지해송(사진 중, 천연기념물 제456호), 큰수지맨드라미(사진 상), 분홍바다맨드라미(사진 우)가 관찰되었

다. 이번 촬영에는 긴가지해송과 분홍바다맨드라미 일부만 확인되었다. 긴가지해송은 과거에 비해 가지 수가 줄

어들었고, 분홍바다맨드라미는 수축되었고 개체수도 줄어든 상태였다.

강정등대 남단 30m, 수심 15m 지점에서 촬영하였다. 이번 촬영 결과, 큰수지맨드라미(사진 좌우)와 감태 군락

(사진 후)이 사라졌고, 둔한진총산호(사진 중,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골축만 남

겨진 상태로 죽었다.

강정등대 남단 50m, 수심 12m 지점에서 촬영한 둔한진총산호(사진 좌,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 자색수지맨드

라미(사진 우,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다. 어린 자색수지맨드라미(사진 우/상)도 관찰된다. 감태 군락, 자리돔 

무리와 함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둔한진총산호는 색을 잃어 죽어

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모두 사라졌다. 아래쪽 분홍수지맨드라미도 폴립을 닫고 잔뜩  

웅크려 있다.

200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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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15년

서건도 
04

서건도 
05

서건도 수중동굴으로부터 남쪽으로 20m 이동한 지점에서 촬영한 긴가지해송(천연기념물 457호) 비교 사진이

다. 공사 전 건강한 줄기를 가진 긴가지해송은 공사 이후 부유물질을 잔뜩 부착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서건도 수중동굴으로부터 남쪽으로 20m 이동한 지점에서 촬영한 해송(천연기념물 456호) 비교 사진이다. 이 

해송은 공사 이후, 부유물질을 잔뜩 부착한 채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064 065

서건도 
01

서건도 
02

서건도 
03

서건도 남단 100m, 수심 15m 지점 수중동굴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군락지를 촬영하였다. 사진은 수중동굴

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 지점에 있는 암반이다. 조사 결과 암반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수가 상당 

부분 줄었고 크기도 매주 작아졌다. 함께 서식하던 감태도 사라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서건도 남쪽의 연산

호 군락지를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건도 남단 100m, 수심 10m 지점의 수중동굴 상단 부분을 비교 촬영하였다. 공사 전 사진은 감태와 분홍수지

맨드라미가 어울려 잘 발달하고 있으나, 이번 촬영 사진을 보면 분홍바다맨드라미의 개체수와 밀도 변화를 눈

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서건도 남단 100m, 수심 13m 지점의 수중동굴 우측 부분을 비교 촬영하였다. 분홍바다맨드라미의 개체수와 

밀도 변화, 생육 상태를 눈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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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화재청 역시, 법률(‘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지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대책을 논의하는 

협의기관임에도 불구, 제대로 된 협의의견 조차 내고 있지 않다. 제주해

군기지 주변 해역 일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상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따라서 주어진 사후관리 목록만 관성

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오염상황에 방치된 사각지

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군기지사업단 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066 067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서식지의 환경영향이 확인

된 만큼, 현 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관리를 하는 주무부처이자, 제주해군기

지 사업의 협의이행 점검기관이니만큼, 특히 연산호와 관련된 사후관

리를 해군기지 사업단 측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한

다.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

종위기종 연산호 군락을 훼손하는 인위적 요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

당 지역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조사 후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지 건설로 인한 직

접영향권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현황을 우선 조사하고, 서식 혹은 서

식 예측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 기지

사업단의 빈약한 조사지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방파제를 마주 하는 서

건도 일대와 서방파제와 인접한 강정등대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역, 그리

고 기지 내부와 남방파제 인접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 

조류 및 부유사(침전물) 조사지점을 직접 영향권을 중심으로 추가, 변경

해야 한다. 부유사 침강과 조류변화가 진행되거나 예측되는 서방파제 서

측과 서건도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사업단에서 계절별 연산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범섬, 문섬, 기차바위 일대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상기 제안된 강정등대 주변과 서건도 주변해역까지로 확장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보호방안”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므로, 연산호 군

락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연산호 보전대책, 
하루빨리 수립해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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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전문가들과 국제심포지엄 및 공동조사 (2014년 6월)

보호활동

070 071

1  국제심포지엄 행사 포스터  
2 제임스 마라고스(좌), 

 사이먼 엘리스(우)
3 아베 마리코

4 해군과의 공동 조사 지점인 강정등대 일대  
5 공동조사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6 조사 장면
7 8 조사에 참여한 김진수, 김국남, 김학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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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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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해양생물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고, 군사기지 

건설로 인한 섬 생물다양성 위협에 

반대 목소리를 내다

우리들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보고인 아름다운 섬, 오키나와와 제주가 군사

기지 건설로 인해 위협받고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멸종위기와 보호구

역에 대한 지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중요하다. 다카에와 헤노코의 신

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 9일 

CBD COP12 사이드이벤트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오키나와와 제주의 섬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참가자 일동

2) CBD(생물다양성협약) 한일 공동선언 (2014.10)

072 073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섬 생물다양성,

대책이 필요하다!

위협받고 있는 섬 생물다양성

지금 이 시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

한 채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대규모 해군

기지의 건설로 인해 독특한 용암지형이자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구럼비 바

위가 파괴되었고, 강정 앞바다의 아름다운 연산호 등 여러 멸종위기 해양생

물이 위협에 처해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산호와 해초가 풍부한 헤

노코와 오우라만에 매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육상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포유동물

인 듀공의 중요한 먹이서식지이기도 하다. 또한 오키나와 북동부 산간지역

의 다카에는 독특한 아열대숲과 나무가 많은 지역, ‘얀바루’ 사이에 있는데 

이 얀바루 숲에는 거대한 미 해병대 훈련시설이 있다. 얀바루 숲은 국제적

인 생태 보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별천연기념물인 노구치게라(딱

다구리의 일종), 얀바루쿠이나(흰눈썹뜸부기)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다양

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이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

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6개의 헬리포트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다카에와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하라!

201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 ‘섬 생물다양성’이었다. 섬과 그 주변 

바다는 강과 숲에 연결된 고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동

안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섬과 해안 지역에서 진행

되는 여러 개발 사업은 자연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물다양

성도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의 건설과 그 운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

의 주거와 생물들의 서식에 큰 위협이 된다. 

강정·다카에·헤노코 주민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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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 모습들

3) 전시회 강정기록展 

제주 2015.11.24~12.02 

서울 2015.12.9~12.12

참여작가: 김진수, 김흥구, 노순택, 송동효, 

 이우기, 양동규, 조성봉 

074 075

전시장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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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정 앞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 수중 캠페인

5 6 강정 앞바다 정기조사(봄,여름,가을) 

7 조사 지점 GPS 좌표

8 활동가 워크숍

4

7

86

5

4) 강정 앞바다 정기조사 및 교육(2014~2016년), 

    오키나와 공동조사(2016년)

076 077

1 2 3 오키나와 헤노코 앞바다에

서 공동조사하는 모습. 일본과 미

국 정부는 헤노코 바다를 매립하

여 주일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한 주민, 활동

가들의 저항은 4,700일이 넘어가

고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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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획/문의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02-747-8500

디자인

라운드트라이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