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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역량, 방법상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생명력 넘치는 바다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MSC 이사회 의장, 베르너 키엔 (Werner K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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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양 및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SDG 14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3개국이 합의한 203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꿈꾸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MSC CEO, 루퍼트 호우스 (Rupert Ho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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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인류에게 
가하고, 지난 수 세기 중 최악의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고, 인류는 안정과는 동떨어진 전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인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인류가 추구하는 경제 
활동의 축을 지속가능성과 공평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개인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건강한 환경을 
복원하면서, 점증하는 인구에게 식량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풍요로운 바다를 보장하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어업은 주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 자원을 관리한다면 재생 가능하고 
건강한 저탄소 단백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연안 공동체의 탄력성과 번영을 위한 토대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 생태계는 더 큰 회복탄력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획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은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크고 작은 어업 및 관련 기업들은 지속가능수산물의 생산과 공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수산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과 독창성을 발휘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탁월한 적응력과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유엔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자신들의 사업 전략의 핵심에 두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고 부상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어업 분야를 예로 들면 이력추적 가능한 
지속가능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 조사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해양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함께 어디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산물이 
공급되는지 이른바 출처(provenance)가 수산물 구매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 통계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되기 이전에 실시되었지만, 조사 결과 
지표들은 사람들이 진정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건강과 행복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MSC는 어업과 기업, 바다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하나로 연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이루어 
왔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와 사회 전반이 발전 중인 Global South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수산업을 연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해양 전반의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양 및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SDG 14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3개국이 합의한 203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꿈꾸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MSC CEO, 루퍼트 호우스 (Rupert Howes) 

코로나 19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많은 연대와 협력을 전 세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동시에 최근의 물리적 시위와 저항은 
분열과 부정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표성과 다양성의 이념 

사이에서 고투하고 있으며, MSC 역시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임무를 가진 글로벌 조직입니다. 특히 건강한 
바다와 수산자원은 많은 사람이 식량과 생계를 이에 의존하는 
Global South 지역에서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파트너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식과 
예기치 못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양성을 MSC의 거버넌스 구조에 통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계층의 파트너 및 지지자,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자신을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주요 성과는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STAC)의 참여가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회는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와 이들의 관심사를 
집행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어업 표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의견과 조언은 향후 어업 표준의 검토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Board, TAB)를 
통해 전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MSC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공급망 전문가들은 물론, 기관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전 세계 과학계는 많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와 더불어 이들 과학계의 기여는 MSC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역량, 방법상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생명이 가득한 바다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MSC 이사회 의장, 베르너 키엔 (Werner Kiene)

CEO 인사말

햇살이 비치는 바다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떼  © iStock

의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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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청어를 잡기 위한 대형 선망 © Omega Protein Corporation

글로벌
도전과제

남획 종식을 위한 요구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 없이 
많은 남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발표한 세계 수산·양식보고서(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SOFIA)는 어업과 수산물이 
식량 안보와 수억 명의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의 
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FIA 보고서는 1990년 10곳 중 한 곳이던 것에 비해, 현재 3곳 
중 1곳 이상에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 남획을 
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섭취량은 122%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양식업에서 
비롯되었지만 양식을 위한 사료는 전통적인 자연산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산 어획량도 증가해 2018
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9,64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도 8,120만 톤에서 8,44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FAO의 추정에 따르면 남획한 수산자원 34.2% 가운데 단지 22%
만이 실제 조업량으로 이어집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이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생물량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를 위한 수산물 공급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랑어류 어획량은 

우리의 목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더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에코라벨과 지속가능어업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의 승인과 보상, 소비자의 수산물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행사, 아울러 수산물 시장을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 세대가 풍부한 수산물과 바다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수산물 분야 전반에 걸쳐 
어떻게 MSC가 파트너와 협력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수산자원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어획된 것으로 추정

34.2% 수산자원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된 것으로 추정

78.7% 
199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어획량            
14% 증가 

+14%
199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체 수산물 소비량 
122% 증가 

+122%
199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양식 생산량 
527% 증가

+527%

2018년에 790만 톤 이상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남획된 어획량 비율은 오히려 10% 포인트 
감소한 바 있습니다. FAO는 다랑어 자원의 최소 3분의 1이 여전히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하지만, 현재 주요 상업용 다랑어 종에 대한 
전 세계 어획량의 28%는 MSC 인증을 받은 것으로, 관리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수산업 관리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나라들은 
계속해서 남획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업 보조금의 63%가 지속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어업을 장려할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애튼버러(David Attenborough) 경(卿)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에만 180억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유해어업 보조금으로 지급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SC 표준은 잘 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어업들이 건강한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좋은 관리 시스템을 
따름으로써 더 많은 수익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15%이상이 MSC 인증을 받았으며 MSC 
파트너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체 어획량의 3
분의 1 이상이 MSC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SDG-14의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 SOFIA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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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목표에 기여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과 정부와 산업, 
비영리단체, 글로벌 공동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가는데 
필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MSC 인증은 개별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과 바다,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SDG14 “해양생태계 보전”
에 기여합니다. MSC는 또한 식량안보 (SDG2)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 
(SDG8),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SDG1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17) 등 다른 목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규모 자체가 SDG14 (해양생태계 보전)를 SDGs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 하나로 만듭니다. SDG14에 명시된 2020년과 2030년까지의 이행을 위한 잠재적 
조치들은 2019년 4월 브뤼셀 수산물 박람회(Seafood Expo Global)에서 개최된 연례 
수산물 미래 포럼(Seafood Futures Forum)에서 공개된 파트너십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발전(Progress on Healthy and Productive Oceans)
의 가속화는 GlobeScan 및 냉동식품 회사 Nomad Foods와 공동 주최한 SDG 14
를 위한 리더십 포럼에서 31개국 225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NGO), 수산업계 전문가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토론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가능한 공급 내지 확보가 남획이라는 글로벌 과제의 종식을 
가속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소비자의 참여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도, 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향후 과제라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해양과 해양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이 더 따뜻해지고 
산성화되면서 서식지와 어류 분포 패턴의 변화는 수산업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표한 특별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생산과 어획량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2050년까지 열대 일부 지역에서는 어획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계에 걸친 수산자원의 분포가 변경될 경우, 북동 대서양 청어류 사례와 같이 어획 
할당량을 둘러싼 잠재적 충돌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참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더 커짐에 따라 생태계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업도 수산자원의 
분포와 개체 수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 한 단계 높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업은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식량 안보와 생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약 3,900만 명이 
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산물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용 안정성이 낮고 보수가 적은 직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MSC 표준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MSC 인증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어업이 MSC 프로그램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올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7페이지 참조).

강제 노동 또는 아동 노동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물 공급업체 전반에 걸쳐 위험 기반 
감사 요건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32페이지 참조)

직접 어업 종사

3,900
만 명

33 
억 명

하루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최소 20%를 수산물에서 섭취

수산물은 저탄소 
단백질 공급원
육류 1kg 생산을 위해                

50-75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반면,  수산물    
1kg은 평균 1-5kg를 배출

스웨덴 옐마렌 호수의 잔더(pike-perch) 어업 © Steve Rocliffe/MSC

해양 활동

기후 변화

식량과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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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눈펭귄 © The Wildlife Hospital Trust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MSC는 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제약 때문에 지역 어업 관리 기구는 어업 
관련 법규나 기타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옵저버 커버리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국제회의는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3월, 
MSC는 통상적인 심사 과정 없이 6개월 간 해당 어업에 대한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어업 및 공급업체에 대한 원격 감사를 허용하기로 
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CAB)이 MSC 표준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세심하게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영향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공급망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고, 장기적인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산업계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수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과 적응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뉴질랜드의                      
야생동물 보호단체(Wildlife 
Hospital Trust)가 돌보고 
있는 부상당한 펭귄에 대한  
먹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산물 업체 씨로드(Sealord)는 
MSC 인증 남방 청대구 1톤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혁신과 대응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영향은 세계 어업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선들은 조업을 나갈 수 없었고, 
일부 어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조업이 가능하더라도 
공급망의 붕괴는 곧 시장의 상실로 이어졌기에 조업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오션 히어로

도매업자들은 소비자 직접 판매로 전환하고, 슈퍼마켓들은 최고급 
식당에 납품할 제품을 새롭게 비축하여 진열하고, 어선들은 선원을 
위한 검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SC 인증 식품 서비스 업체들은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돌봄 패키지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공급 업체들은 병원, 지역사회 단체, 심지어 동물원에 수산물을 
기부했습니다.

호주 어업·가공업체 Walker Seafoods는 회사 안에 소매점을 
개설, MSC 인증을 받은 황다랑어와 황새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습니다.

중국인 선장 Zhang은 서비스업의 폐업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업체가 어려움에 처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조리법을 
공개, 국내 소비를 진작했습니다.

자국 행 운항이 무기한 중단되자, 다랑어 조업 회사 에체바스타
(Echebastar)에서 일하는 스페인 선원들은 얼마 동안 체류해야 할지 
모르지만, 세이셸(Seychelles) 해역에 남기로 자원했습니다.

MSC는 온라인 상의 새로운 소식란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공유해왔습니다. "오션 히어로"은 지속가능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계속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msc.org/ocean-he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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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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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인증을 받은 어업 활동의 대략적인 위치

MSC 인증을 받은 어획량 비율MSC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획량 (톤)

2019년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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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획득

  인증을 획득했으나 유예

이와 별도로 전 세계 자연산 수산물 어획량 가운데 8%는 MSC 
인증을 추진 중인 어업에서 나왔습니다. 인증을 추진 중인 어업이라 
함은 MSC 인증을 명시적인 최종 목표로 하면서, MSC 프로그램으로 

전환 중이거나, 방향제시 프로젝트(Pathways Projects)                  
3 내지 4단계에 해당하거나,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 fisheries 
improvement projects) 중인 어업을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자연산 수산물 어획량의 4분의 1 이상이 MSC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 %  
1.2 %
1.2 %   심사 중  

17.4 %

2018/19
2019/20

MSC프로그램에 
참여한 어획량은 
1,470만 톤

해당 기간 중
어획한 총 자연산 수산물 가운데, 

MSC 프로그램에 참여

전년 대비 MSC 인증을 받은 자연산 
수산물 어획량 21% 이상 증가

+21%

2018년 UN FAO 주요 어장의 총 어획량 대비 2019-20 회계년도 기준MSC 인증 어획량 (인증 유예 중인 어업 포함) 및 어업 관련 자료 
* FAO 자료는 가장 최신 자료임   

22개의 인증 유예 중인 어업을    
포함하여, 409개의 인증 어업이            

활동 중이며 89개는 심사 중

409

FAO의 2018년 자료와 달리, MSC 2019-20 수산물 어획량은 MSC 정책에 따라 양식 수산물 또는 
내수면 어획량은 포함하지 않음



스페인의 어업 개선
스페인 어업 2곳,  조건 없이 재인증

바렌츠해에서 조업 중인 아가르바(AGARBA) 스페인 대구 어업이 1
차 심사에서 부과된 6개 조건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2019년 4월 
재인증되었습니다. 부과된 조건은 목표종 어획량과 그 외 어종과의 상호 
작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해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해저 서식 어종에 대한 연구 수행이었습니다.

아가르바 재인증은 해양 생물 서식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어업에 요구하는 MSC 어업표준 버전 2.0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아가르바는 지역 내 선도적인, 저인망트롤어업이 
되었습니다.

칸타브리아(Cantabrian) 멸치 어업도 재인증을 얻었습니다. 
칸타브리아는 2015년 유럽 멸치 어업으로는 처음으로 MS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칸타브리아 영세 어업은, 혼획에 대한 정보 
개선 및 멸종위기종과의 상호작용 등 3가지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업 대상이 되는 생물군은 현재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어획물에 대해 
MSC 인증을 받은 어선은 2015년 50척에서 현재 93척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MSC 인증을 받은 멸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남획과 부실한 관리로 2005부터 2010년 사이 몇 차례 폐업을 반복했던 
어장에게 진정한 회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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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어업은 MSC 프로그램에 부합하면서 모든 원칙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최초 심사 시 
받은 평균 점수와 인증 갱신을 위한 첫 번째 재심사 시 획득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두 번의 본심사를 거쳐 현재인증을 받은 모든 어업이 
얻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9 개 어업이 두 차례 
심사를 받아 점수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어업 중 일부는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두 번의 본심사에서 얻은 데이터는 참여 후 처음 5년 
내외에 받은 것입니다. 점은 개별 어업이 받은 점수를 말하며, x표는 
평균을, 수평 막대는 중앙값을, 음영 상자는 25-75 사이의 백분위수 
범위를 나타내면서, 모든 점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조건부 인증으로, 종종 어업 개선을 요구합니다. 즉 심사 대상이 
되는 28개 평가지표(PI) 모두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어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로 한 어업이 특정 지표에서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요건인 60점은 달성했지만, 모범사례(80점)에 못 미칠 경우 조건부 
인증을 하며 이 조건은 통상 인증 기간인 5년 안에 80점 이상을 
달성하면 해제됩니다.

126  
멸종 위기종,                  
멸종 위협을 받는 종, 
보호종 및 혼획에         
대한 개선 

72  
생태계 및 서식지에    
대한 개선  

75 
어업 관리 및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개선 

111  
수산자원 현황 및 채취 
전략에 대한 개선

1,751   
2017년 이후 아래 384건을 포함하여
2019년 말까지 1,751건 개선

이 같은 개선은 인증조건으로 어업 개선을 
요구한 결과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PI

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최소 80점)를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별 어업은 MSC 어업 표준의 3대 원칙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원칙 1)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원칙 2), 효과적 관리(원칙 3)에 의해 
각각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소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점수인 100점은 MSC 어업 표준 원칙이 요구하는 
모든 지표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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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의 협업

© Rodrigo_Oyanedel

과학은 MSC 표준을 개발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는 MSC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생태계를 
통해, MSC 표준 수립과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이 더 지속가능한 
해양으로 이어진다는 우리의 주장과 가정을 
실험하고, 가치 제안을 입증하는 등 우리가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더 많은 독립 과학자들이 MSC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때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프로그램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미처 인지하고 못한 틈새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업과 수산물 공급 주체는 우리 프로그램을 
신뢰합니다. MSC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MSC와 함께, 자신들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기반한 조직인 만큼, MSC 
인증을 받은 단체 내지 조직과 NGO, 과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즉, 해양에서 지속가능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울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증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는 외부의 사회과학자 및 
경제학자와 협업을 통해 MSC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SC 
프로그램의 인센티브와 비용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지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영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역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MSC 어업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자료 
자체가 제한적인 어업의 인증에, 적합한 심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료의 제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래 
사용하던 방식의 정보를 덜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공급망 팀(32페이지 참조)과 
협력하여, 부정한 시도 내지 허위로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인증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DNA와 안정적 동위원소 기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학술적인 환경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어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에코라벨 제품의 산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제 
공급망에서도 가능한지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향상은 환경과 인간이라는 
서로 다른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과학자인 
저에게는 오히려 그 복잡함이 더 매혹적으로 
다가섭니다. 

“MSC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연구를 착수함에 있어, 과학적인 엄격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 MSC 선임 과학자, 케이티 롱고 (Katie Longo) -

2012년 시작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9만 파운드 이상을 학생 

연구 장학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의 비앙카 하스(Bianca Haas)는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UN SDGs와 같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드리고 오야네델(Rodrigo Oyanedel)
은 헤이크(hake) 낚시에 의존하고 있는 칠레 현지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헤이크 조업을 줄이는 방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 연방대학교의 길레르 수자노 코케이로(Guilherme 
Suzano Coqueiro)는 브라질 남부의 소규모 전통 어업 공동체의 
혼획물 제거 장치 사용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아르헨티나 마델플라타 국립대학 산티아고 비안치(Santiago 
Bianchi)는 탈출 고리가 아르헨티나 남부 킹크랩 어업에서 스파이더 
크랩(spider crab)이 혼획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할 예정입니다.

해양관리기금(Ocean Stewardship Fund)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다른 
과학 및 연구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29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수산과학 지원

 1716 Marine Stewardship Council Annual Report 2019-20 과학과의 협업



Caption © Image credit

마샬 군도가 작은 섬나라인 만큼,                      
생계와 지역 사회의 안녕을 건강한 바다와 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다를 이용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풍요로운 자원을 남겨 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시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샬 제도 해양자원국 국장, 글렌 조셉(Glen Joseph)

동원산업, 국내 최초 MSC 인증 획득
동원산업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MSC 어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MSC는 중서부 태평양에서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조업 중인 13척의 냉동가공 
선망어선을 인증했습니다. 이들 어선에 대해서는 100% 
옵저버 커버리지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동원산업은 해양의 적극적 변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의 이명우 대표는 
인증 획득은 굉장한 영예이며, 동원산업이 한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설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명태: 큰 것이 아름답다
규모 면에서 MSC가 인증한 지속가능어업 중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알래스카 명태 어업이 2020년 인증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알래스카 
명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어업으로, 미래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양 보존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어떻게 대규모 어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래스카 명태 어업의 심사 점수는 MSC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대에 속합니다. 어획 한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어업 
관리자들은 실제 어획량을 과학자들에 의해 계산된 지속가능한 최대 
어획량 이하로 설정해, 건강한 명태 자원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비(非)목표 어종의 혼획량은 21% 미만이며, 바다사자와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업을 위한 어선은 100% 옵저버 커버리지로 운영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MSC 어업 표준의 완벽한 충족을 위해, 명태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신선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다에서 조업과 동시에 얼리고, 나머지 부산물은 어분과 어유로 
가공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 조개류

새조개류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인증은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의 
지속가능성이 먼 미래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리 포트 (Leigh Port) 파트너십, 앤드류 래틀리(Andrew Rattley)

영국의 템즈강 하구 조개(cockle) 어업은 2019년 12월 
MS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MSC 인증은 지속적인 
생산성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14척의 
어선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새조개류의 
주산지인 동시에 야생동물에게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영국 동해안 북부에 위치한 워시(Wash) 지역의 브라운 
쉬림프(brown shrimp) 어업도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50척의 소형 어선은 해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량 빔 저인망(beam trawl)을 사용하고, 환경에 민감한 
지역은 피하고 있습니다. 두 세 명이 승선하여, 하루에서 
사흘 정도 조업을 합니다. 어획물은 육지에서 추가로 
가공하기 전에 배에서 분류, 조리하는데 대부분은 네덜란드 
시장에 수출합니다.

로프를 이용한 홍합 어업이 2019년 7월 MSC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아일랜드 해역 전역의 홍합 어업이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로프 대신 연안 바닥에서 
재배하는 홍합 어업은 2013년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 서해안에 도입된 로프 
재배는 2017년 8,549톤의 홍합을 생산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아일랜드 홍합 산업은 2018년 기준 1,170만 유로로 
심사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더치 항에 정박 중인 명태 어선  © Mark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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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지난 5년 간의 발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통조림 다랑어 요리법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다랑어의 
지속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MSC 
인증을 받은 다랑어 판매량이 2015-16년 2만 1,500톤에서 
2018-19년 5만 4,000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여전히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4년의 14%에 비해, 전 세계 다랑어 어획량의 
28%가 MSC 인증을 받고 있으며 MSC 인증 다랑어 어업은 
2014년 9월 8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29개로 
늘어났습니다.

다랑어는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랑어 시장은 연간 미화 420억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600만 명 
이상이 다랑어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다랑어 자원의 65%가 건강하다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향한 추세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0월 마셜 제도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연승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해, MSC 인증을 받은 두 번째 
눈다랑어 어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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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선봉에 서다

서호주 제럴튼에서 내수 및 수출용으로 가공되고 있는 문어 © Jason Thomas

20년 전, 서호주의 락랍스터 어업이 최초로 
MSC 인증을 받은 이후, 오늘날 호주는 
수산물 29종에 대한 20개 어업이 인증을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서호주 
어업의 90% 정도가 MSC 어업표준에 따라 
인증되어 있으며, 올해 회계연도에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서호주의 문어 어업은 남반구에서 인증된 
최초의 문어 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23척의 어선은 이들만의 
고유한 트리거 트랩(trigger-trap) 기술을 
이용하여 혼획 수준을 1%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2017년에 189톤을 수확했지만,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을 통해 
1,000톤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호주는 해삼 어업에서도 심해종
(Actinopyga echinites)과 모래에 사는 종
(Holothuria scabra) 2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MSC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삼 판매 이익을 노리는 불법시장과 
남획으로 인해, 해삼 개체 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Tasmanian Seafoods의 대표이사인 마크 
웹스터(Mark Webster)는 자신들의 해삼 
어업이 갖는 차별성에 대해 "서호주 해삼은 
외지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에서 
손으로 어획합니다. 잠수 조업이기 때문에 
해저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멸종 위기 또는 
위협을 받는 종과 접촉할 경우도 없습니다. 
손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혼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해삼은 다양한 생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해양 산성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주요 
영양소를 재활용합니다. 호주는 모든 해삼 
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호주는 MSC 프로그램에           
세 어종을 더 추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남동 호주의 소규모 원양 어업이 중층트롤
(midwater trawl)을 이용해 조업하는 
고등어류로 망치고등어(Scomber 
australasicus)와 녹줄매가리(Trachurus 
declivis), 양초선홍치(Emmelichthys 
nitidus)입니다.

굴의 세계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개의 굴 양식장이 12월에 의미 있는 인증을 
새롭게 획득했습니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굴 생산업체 
Presitige Oysters는 미주지역 최초로 MSC 인증을 받은 자연산 굴 
어업이 됐고, 일본 세토 내해(內海)는 세계 최초로 로프를 이용한     
굴 재배업을 인증 받았습니다.

Presitige Oysters에게 이번 인증은 시장의 점증하는 요구에 부합해 
온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Presitige Oysters의 
대표이사인 조니 할릴리(Johnny Halili)는 "지난 10년간 식품 
서비스업부터 소매 고객에 이르기까지, MSC 인증 수산물 공급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요를 충족하게 돼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마루토(Maruto) 수산(水産)도 같은 트랜드를 
주목했습니다. 인증된 수산물에 대한 일본 내 소비자의 점증하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마루토 수산은 세토 내해(內海) 굴 어업에 
필요한 운영상 개선을 위해 현지 어업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마루토 수산 대표인 키미히로 코쿠보(Kimihiro Kokubo)는 "
심사과정을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오쿠쵸(町) 지역 
굴어업 협동조합 및 생산업체들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지식, 지속가능한 어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스웨스트를 타고 북쪽으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산 수산물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바렌츠 해(海) 그린랜드 할리벗(Greenland halibut)와 
대게 어업에 대한 인증으로 러시아의 MSC 인증 어업은 총 42개가 
되었습니다. 이 중 18개가 바렌츠 해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 대게 어업은 러시아 해역에서 어획하는 10,000톤에 
육박하는 상업용 대게 할당량의 70%를 차지합니다. 3월부터 6
월까지 12척의 어선이 부분 자연분해성 통발을 이용하여 조업을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3척의 어선이 그린랜드 할리벗
(Greenland halibut) 조업을 하는데 2019년에는 4,700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두 어업 모두 북서어업 컨소시엄(North-West Fishing 
Consortium)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대표,
세르게이 네스베토프(Sergey Nesvetov)는 "2016년에 우리가 
속한 모든 어업에 대해 MSC 인증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최근 
획득한 인증은 그간 노력의 결과로,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수산물 생산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홀모고리(Kholmogory) 호가 MSC 인증 조업을 위해 운항을 준비한다. 
© North West Fishing Consortium

굴 © iStock.com/stanf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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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어업의 지속가능성

멕시코의 한 어장에서 잡힌 농어가 멕시코 등 일부 국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Fish for Good 프로젝트 사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Carlos Aguilera

지속가능성을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칠레와 멕시코 어업
 - MSC 중남미 총괄디렉터, 크리스티앙 발레호스 (Cristian Vallejos) -

올해 남미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16개의 어업이 MSC 인증을 
받았고, MSC 인증 수산물은 
종전 약 40만 톤에서 90만 톤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세계 최대 어업 가운데 
하나인 칠레의 태평양 전갱이(Jack 
mackerel)  어업 인증 덕분으로, 연간 
어획할당량은 최근  40만 톤에서 60만 톤 
으로 늘어났습니다. 어획한 고등어는 자국 
내에서 저가 통조림 식품으로 판매되거나, 
서아프리카로 수출되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일부는 어분으로 
사용합니다. 

수년간의 운영과 제도상 정비를 통해,     
대구의 일종인 남방대구(southern hake) 
어업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칠레 남부의 
남방대구(southern hake)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고품질의 생선이기 때문에, 잠재적 
가치가 높은 유럽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MSC 
인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칠레의 
인증 어업은 8개로 늘어났고, 이는 전체 
어획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멕시코는 어획량의 약 4분의 1이 MSC 인증 
수산물입니다. 현재, 멕시코는 대규모 
리테일러들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MSC 인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가능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들이 어업 경영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페루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MSC 표준 충족을 목표로 어업 개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우루과이의 많은 
어업들이 MSC 본심사에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현재까지 세계 최대의 
어업으로 손꼽히는 페루 멸치 어업의 
참여입니다. 두 가지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가 조만간 심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획량의 대부분은 주로 중국에서        
어분으로 사용합니다. 인증 노력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금액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어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칠레 수산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어 수출국이 될 정도로, 국제적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칠레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고, 엄격한 환경 기준을 구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레 남방대구(southern hake)가 MSC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업계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칠레 대구의 주 수입원인 스페인의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도소매업체는 MSC 인증과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진 수산물에 대한 자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칠레 수출진흥국 칠레-스페인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바스티안 필라도(Sebastián Pil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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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물고기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다랑어와 같이 
이동이 많은 종들은 대양을 
누빕니다. 여러 종들이 서로 
다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산란을 합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 종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재구축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역학관계는 국가 정책의 
정치적 복잡성과 자연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조정 내지 
중개하는 것과 더불어, 관할권이 서로 다른 
지역들에 걸쳐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수산 분야의 관리자들이 장차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중재하고 촉진해야 하는 MSC에게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북해 소형 표층어류에 대한 
공동인증은 각국의 어업기관이 힘을 합해, 
자국 해양 생태계를 공유하는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경우, MSC 인증 조건으로 각국 어업은 
유럽연합(EU)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에서 도입한 투기금지
(landing obligation)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MSC 인증 요건은 
규제 기관과 어업인,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가적인 장려책이 
되었습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청어와 같이 대서양 
북동부에 서식하는 회유 어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 북쪽으로 이동,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해역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국가들은 
자국의 어획 할당량에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과학적 조언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 관리체계 훼손과 

수자원의 현황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9년     
MSC 인증을 받은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업 
전체가 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별 수자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생태계 전반을 탄력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개별 어업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12개 어종, 4개국, 하나의 인증
2019년 10월,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는 12 종류의 어종과 10개 어업 장비,   
1,000여 척에 육박하는 어선이 관련된 표층어류에 대한 공동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들 
어업협회는 4개국을 합친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북해와 스카게라크, 카테가트(Skagerrak 
and Kattegat) 해협의 해양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어업은 이전부터 10개의 별도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전체 생태계에 대한 더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조정, 관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증 효과를 높이고 인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적 접근법은 또한 인증의 상업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어업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증 범위가 넓고 복잡해 심사에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규제와 어업 
관리상 효과는 물론 독립 과학자의 검토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협의, 수자원 
심사에 대한 심층 분석, 다른 종과 서식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MSC 어업 표준 총괄디렉터, 어네스토 자르딤(Ernesto Jardim) -

회유성 어종 분포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기후 변화는 최근 북해의 대구 개체수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살아남는 어린 대구의 수가 적고, 회복되고 있던 어족 자원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9월 모든 북해 대구 
어업에서 대한 MSC 인증이 중단되어 지난 10년 동안 어족 자원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인 어업 관계자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구 어종 
회복을 위해 새로운 조치와 노력을 약속했지만 대구의 변화하는 운명은 기후 변화의 시대에 더 많은 협력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해 대구

  대구*
해덕

남방대구(southern hake)
몰바대구

가자미류(Megrim) 
노르웨이 바닷가재 (Nephrops)

도화새우 (Pandulus)
가자미류(Plaice) 

북대서양대구(Saithe)
도버 서대(Dover sole)

쿠스크(Tusk) 
소형 대구류 (Whiting)*

* 자원 수준에 대한 새로운 과학 보고에 따라, 모든 
북해 대구와 소형 대구류 어업에 대한   인증이 

정지되어 있음.

12종

청어 조업: Grethe Hillersøy 촬영 © Norwegian Seafood Council

신규 MSC 인증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업인은 품질 좋은 고기를 잡고, 어업은 지속가능하며, 대부분의 어획물은 MSC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고,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어어업인 PO 회장, 스벤드 에릭 안데르센(Svend Erik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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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지원

2019년 8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어업 개선 프로젝트 개발, MSC 표준에 
따른 지속가능한 모범 사례 공유, 역량강화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두 번째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자국 해역은 가장 풍부하고 생산적인 
생태계를 가진 대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생계, 지역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이야 말로                                          
해안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 성장,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MSC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디렉터, 패트릭 칼레오(Patrick Caleo) 

70
MSC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업 70개 

Global South 지역에서 활동

13%
MSC 인증 어획량의 13%   

Global South 지역에서 생산

26 
26개국이 참여

소규모 어업
소규모 어업은 MSC가 늘 주목하는 중요한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들을 인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MSC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의 
데이터를 생략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아울러 심사 관리를 위한 비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대규모와 소규모 어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2019년 
기준 소규모 어업은 MSC 인증 어업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62개 어업은 
전 세계 22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9개의 소규모 인증 어업으로 캐나다가 1위를 차지하고, 
러시아와 영국이 각각 6개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스웨덴과 미국에 각각 5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만 명 이상이 MSC 인증 소규모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킹 웨이브, 변화를 이끌어 내기
 
MSC 프로그램이 소규모 어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메이킹 웨이브(Making Waves)'
를 올해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해양에서 진정한 생태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벤 트레(Ben Tre) 조개 어업에서는 인증 이후, 어획물의 가치가 165% 
증가한 바 있습니다.

Global South 지역의 어업
전 세계 수산물 어획량의 약 60%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Global South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수산물은 
종종 이들 지역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MSC 인증 어업 국가 53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26개국이 Global South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MSC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획량은 작년보다 4분의 1 가까이 증가한 13%에 이르고,           
Global South 지역 내부적으로는 2018-19년 이후 절반 가량 늘어나 전체 어획량의 3.3%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의 어업, NGO 및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MSC 표준이 보완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20년 기준, Global South 지역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어업이 53개,           
심사 중인 어업이 17개 있으며, 2017년 이후 MSC 참여율은 71% 증가했습니다.

유엔 FAO 보고서(6-7페이지 
참조)의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SC는 지속가능을 향한 
글로벌한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표준을, 따르지 않는 어업이 
지속가능을 향한 자체적인 노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전문지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발달 중인 소위 Global South 
지역 또는 소규모 영세 어업의 
지속가능어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어업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계 및 식량 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 어업     
전체의 약 16%   

소규모 어업

16% 62 22
8만 명이                      

소규모 어업에 생계 의존

80,000 
22개국에 걸친 
소규모 어업 

소규모 어업 
62개

몰디브 바다의 일몰 © Nice & Serious

3.3%
Global South                   

어획량의 3.3% MSC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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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기금
해양관리기금(Ocean Stewardship Fund)을 통한 첫 번째 기금을 
2020년 3월 집행했습니다. 본 기금의 전환 지원(Transition 
Assistance) 부문은 소규모 어업 및 Global South 지역 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과학 및 
연구 부문은 전 세계 MSC 인증 어업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과학 연구 
계획을 위해 집행됩니다.

올해 접수된 1차 신청 가운데, 15개 사업을 선정했고, 각각 최대 
5만 파운드까지 지원했습니다. 무단으로 바다에 버려져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어업 장비(ghost gear)와 세계 다른 지역 보호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MSC 전환 (In-Transition to 
MSC)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남아프리카의 어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양관리기금은 또한 MSC 인증 어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장기적 
지원을 위해, 재인증 지원 기금(Recertification Assistance 
Fund)을 마련, 2차 또는 그 이후 재인증에 대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승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
수산 고객, 관리자, 과학자, 컨설턴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이제 5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어업의 
지속가능화를 위해 MSC는 NGO와 정부, 공급업자, 기금출연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9개 국가에서 "MSC 인증을 위한 워크샵“(Working 
Towards MSC Certification)을 운영했고, 그 중 6개 국가가 
Global South 지역에 있습니다. 5일간의 교육 훈련 과정에 28개 
국적의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월튼 패밀리 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이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언어로 더 
많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바하(Baja)에서 잡은 레드 랍스타(red lobster) – 개선이 진행 중인 어업

인증을 향한              
바하 칼리포르니아
(Baja California)의 
노력
멕시코 북서부의 바하 칼리포르니아 
해안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그들의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네덜란드 포스트코드
(Postcode) 복권이 후원하는 Fish for 
Good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8개의 
소규모 어업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로 
접어들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멕시코 비영리단체인 프로나투라 
노로이스테(Pronatura Noroeste)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붉은 랍스터(Red lobster)와 
성게(Red sea urchin)어업이 현재 
해양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MSC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사전심사 결과, 이들 어업이 최소 수준의 
MSC 표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어업은 2024년 말까지 최종 MSC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MSC 전환 
(In-Transition to M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붉은 랍스터(Red lobster) 어업은 
바하 칼리포르니아에서 600명 이상의 
어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어획한 가재는 

주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업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채취 전략 
개발, 미끼로 사용되는 종에 미치는 영향 
측정, 멸종 위협을 받는 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붉은 성게 어업에는 1500명 이상이 
직접 고용돼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와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잠수부가 갈고리를 이용해 
성게를 채취하는 만큼 까다로운 종류의 
어업입니다.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은 
성게 자원 평가를 위한 표준을 만들고,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식지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600명 이상의 어부들이                        

레드 랍스타(red lobster) 어업에 종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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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진보

인도 타밀나두州 포크만(灣)에서 저층고정자망(bottom-set gillnets)을 이용해 잡은 꽃게. 이 어업은 MSC 사전심사를 거쳐 현재 어업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인도 지속가능수산물 네트워크

수산물은 인도의 가장 가치 있는 수출 산업 중 
하나이지만,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MSC 인증은 수출품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자원의 미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00개가 넘는 어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우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통 방식의 어업인과 산업 
방식의 어업인은 물론 정부기관, 과학자, 가공업자, NGO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시도로, 인도 지속가능수산물 네트워크(Sustainable Seafood 
Network of India)를 결성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는 심사와 
어업개선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3개의 포럼을 설립해, 케랄라 
지역의 새우 및 두족류 트롤 어업과, 심해 새우에 대한 트롤 어업, 
그리고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포크만(灣)에서 조업 중인 꽃게 어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11개 어종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뤄졌고, 
수산자원 평가와 어획 관리 규정, 관리 계획 등의 분야를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인도 어업
 - MSC 인도 컨설턴트, 란지트 수셀란 (Ranjit Suseelan) -

MSC 표준에 따른 최종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 분야의 수산물이 앞으로 3, 4년 안에 MSC 
라벨을 부착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락샤드위프(Lakshadweep) 제도의 가다랑어 
어업은 WWF와 국제 대낚기 재단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 최종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선도적인 수산업이 현재 인도 수산물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락샤드위프(Lakshadweep) 제도의 가다랑어 
어업은 WWF와 국제 채낚기 재단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 최종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선도적인 수산업이 현재 인도 수산물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인도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산업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삼치(Spanish mackerel), 꼬치고기, 점다랑어속(little tunnies)와 같은 대형 회유성 어류를 조업하는 케랄라 카야쿨람항(港)(Kayakulam Fishing Port, Kerala)의 소규모 자망 어선
© 인도 지속가능한 수산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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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보증

CoC 표준(Chain of 
Custody Standard, 
공급망)은 인증 어업과 
MSC 라벨이 부착된 
19,500개의 인증 제품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산물 
공급 과정은 해양과 국가, 그리고 사업 
유형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합니다. MSC 
CoC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가공업자와 
생선판매자, 소매상, 식당, 호텔에 이르는 4
만 5천 개의 인증된 사업체는 MSC 수산물이 
확인과 분류를 거쳐, 배송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력 추적 테스트와 DNA 
테스트, 최근 개발한 안정적 동위원소 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보증 장치를 통해, 소비자가 
MSC 라벨이 부착된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진화하는 산업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CoC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원산지와 
생산 방식,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추적 

장치 개발 등, CoC 표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MSC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어획과 각종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과 관련 업계는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다른 
추적 시스템과 충돌을 피하고, 이를 보완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원산지 정보를 추적, 공유하는 
공통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수산물 추적에 
관한 글로벌 대화(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GDS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SC는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증 업체, NGO, 해당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CoC 표준에 따른 근로 요건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인증 소지자 또는 
업체는 작업 내용과 근로 장소에 따라,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매년 별도로 근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업계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담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여행 제한에 의해 생겨난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MSC 기준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격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필요한 경우 
인증 및 감사 유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MSC 표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수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인증 
업체(자)와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력 추적 장치,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
- MSC CoC(공급망) 표준 국장, 수 록하르트 (Sue Lockhart) -

인도네시아 소규모 어업의 디지털 추적장치 © Titia Sjenit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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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년도별로 보고된 MSC 에코라벨 수산제품의 수로, 이전 해에 보고되었으나 현재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제품 
수보다는 적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인증된           
수산물의 판매 증가
2019-20년 동안 우리 파트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다양한 지속가능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MSC 에코라벨을 붙인 제품 판매와 공급망 인증을 받은 업체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MSC 에코라벨을 붙인 제품의 판매는 사상 최초로 미화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20 회계 연도 말에는, 10년 전에 비해 16배가 넘는 45,160개의 MSC CoC 인증을 받은 
장소가 있으며, 이 장소들은 5,158명의 MSC CoC 인증 소지자 또는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MSC 에코라벨 제품 수는 2014-15년 9,326개에서 2019~20
년 1만 8,735개로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회계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수치를 나타내며, MSC 에코라벨을 부착하도록 허가된 제품 전반의 수치와 함께 
증가했습니다.

18,735
MSC 에코라벨 수산제품 판매 수

미화              
100억 달러

 규모 매출

71
전 세계 71개국에서                                

MSC 에코라벨 수산제품 구매 가능

100
세계 100개국이                             

MSC CoC 인증 획득 

중국과 미국 각각 480개, 465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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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남중국해의 작은 어시장 © iStock/Tarzan9280

중국의 진보
세계 최대의 자국 수산물 시장을 가진 중국 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파트너십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매 체인 CRV-Olé는 MSC 인증 제품을 갖추고 매장 내에서 공동 
홍보 활동을 조직하는 등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제품의 판매는 물론 MSC 인증 공급업체인 오션 갈라
(Ocean Gala)의 지원을 받아 고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중국 유통업체 쑤닝그룹(Suning.com)은 MSC 인증을 받은 
자연산 수산물을 최소 20% 이상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쑤닝그룹은 까르푸 차이나(Carrefour China)를 
인수했고, 지난 4월 상하이에서 MSC 인증 수산물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소매업 진출을 개시했습니다. 8개 어종을 대상으로 한 20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MSC 라벨을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MSC China를 위한 2019년 추가 파트너십은 월마트 계열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 Sam's Club과의 협업을 포함했는데, 이를 통해 새롭게 
MSC 승인을 받는 지속가능수산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주간 
행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선전市에서 열린 런칭 
행사를 시작으로, 다른 4개 도시에서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북극 새우, 대구, 연어, 그린랜드 할리벗(Greenland 
halibut)를 주로 수입하는 유통업체 씨믹스(Seamix), 블루스나우
(Bluesnow), 메이추(Meichu), 스프링 씨푸드(Spring Seafood), 
유타이(Yutai) 등도 MSC CoC 표준 인증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증가하는 관심 덕분에,             
이들 회사는 MSC 인증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필레-오-피쉬® MSC 인증
맥도날드 일본은 전국 2,900개 매장에 대한 MSC CoC 표준 
인증을 획득하면서, 자사의 필레-오-피쉬(Filet-O-Fish)®에 MSC 
라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에 걸쳐 MSC의 가시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2019년 10월 필레-오-피쉬 25주년 기념일에 맞춰, 조리법을 
개선하는 등 본 제품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일본의 필레-오-피쉬는 
세계 최대의 MSC 인증 어장인 알래스카에서 어획한 명태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18페이지 참조)

이온(AEON)의 오랜 노력
2006년, 유통 그룹 AEON은 일본 최초로 자사 매장과 쇼핑 
센터에서 MSC 라벨 제품의 가공 및 유통을 위한 MSC Co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물 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AEON은, 지속적으로 인증 제품군을 늘려왔습니다. 2019-20년 현재 
22개 어종을 대상으로 한 40개 이상의 MSC 인증 제품을 확보해, 일본 
내 모든 유통업체를 앞서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AEON은 황다랑어와 가리비, 새우를 이용한 MSC 
인증 회(膾) 제품을 새로 출시했고, 기존 인기 품목인 피시 델리
(Fish Deli) 시리즈에도 MSC 인증을 받은 열빙어, 명태, 연육 등 여러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TV 광고를 통해 새로운 피시 델리 시리즈를 
홍보했고, MSC 인증 업체 마루토 수산에서 공급하는 수하식 참굴을 
이용한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미디어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21페이지 참조)

중국의 소비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개념도 그 수준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에만 

신경을 쓸 수도 있지만, 점점 더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제품과 환경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0 - 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가 점차 소비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 공급업체 CRV-Olé 대표, 류준(Liu Jun) 

한국

필레-오-피쉬® © 맥도날드 일본, Ltd

2019년 11월, 두 개의 새로운 업무협약(MOU) 체결로 한국 
내  MSC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덕화명란(Deokhwa Myung-Ran)은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emart)에서 MSC 인증 명란 제품을 
출시했고, 2020년 4월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케아(IKEA)는 2020년 2월 부산에 신규 매장을 열면서, 
MSC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수산물을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소비자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 iStock/Tarzan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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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선도주자와 함께 한 20년 
2019년 6월, MSC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 인증 수산물을 
처음으로 제공한 유통업체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함께해 온 지난 20년 간의 파트너십을 기념했습니다. 홀푸드마켓은 
자사의 시장 영향력과 제품 조달 정책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업 
분야에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왔습니다. 1999년에는 남획되고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판매를 중단하면서 남 조지아(South 
Georgia) 어업으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신고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업을 개선하고 예방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2006년에는 
MSC 인증 라벨이 부착된 지속가능한 이빨고기를 판매한 최초의 
유통업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공급 업체 중 하나이자, 오랫동안 MSC 인증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유에스 푸즈(US Foods)는 전 매장에 
걸쳐 MSC 인증을 받은 미국 최초의 유통 업체입니다. 2019년에는 
MSC의 US Ocean 챔피언 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미화 
약 250억 달러이며,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30개 이상의 MSC 인증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사 출판물을 이용해 요리사 등 식품 서비스 관계자에게 
지속가능수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윰보의 첫 시도
올해 네덜란드에서 MSC 인증 새우 과자가 MSC 라벨 제품군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새우 과자는 주로 열대새우로 만들지만 네덜란드 
유통업체 윰보(Jumbo)는 현지 생산업체인 북해 갈색 새우 어업
(North Sea brown shrimp)과 손을 잡고 새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새우의 연간 어획량은 약 3천 만 킬로그램입니다. 2018년 인증 
이후, 새우 조업 업체는 환경적 영향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윰보 새우 과자는 유통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MSC 
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비지니스 파트너십 사례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유통업체 우수 사례 
:  테스코와 아이슬란드 
글로벌 유통업체 테스코(Tesco)는 12개월 만에 MSC 라벨이 부착된 
제품 판매를 48%에서 무려 69%로 증가시켜 처음으로 올해의 영국 
슈퍼마켓 상(UK Supermarket of the Year accolade)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170개 이상의 MSC 라벨이 붙은 제품을 
테스코 매장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테스코는 영국 최초로 어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체 건강 보조식품 전부에 MSC 라벨을 
붙임으로써, 단순히 식품 소매를 넘어 지속가능한 제품 자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스코는 또한 영국 내 어업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업이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공급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전문업체인 아이슬란드(Iceland)는 2019년 전 매장에 
대구, 해덕, 새우 등 MSC 라벨이 붙은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MSC 라벨이 붙은 통째로 요리된 캐나다산 바닷가재는 특히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이 되었습니다.

테스코와 아이슬란드는 영국 내 유통업체들이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제공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MSC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C 라벨이 붙은 새우 과자 © 윰보슈퍼마켓 MSC 라벨이 붙은 정어리 © 챨리어-브라보 그룹

테스코가 'MSC 올해의 수퍼마켓 상'를 받은 후 MSC의 조지 클라크(George Clark)와 테스코의 헬레나 
델가도 노르드만(Helena Delgado Nordmann)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www.freelanceeventsphotographer.co.uk

코카뉴에서 칠레까지  
최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벨기에에서 MSC 
에코라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챨리어-브라보 그룹
(Charlier-Brabo Group, CBG)을 포함한 벨기에 수산물 업체들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CBG는 정어리와 다랑어의 자체 통조림 브랜드인 코카뉴
(Cocagne)에 MSC 라벨을 붙여 출시했고, 2020년에는 MSC 라벨이 
붙은 세 가지 다랑어 제품을 신규로 선보였습니다.

기존 자사 브랜드인 코카뉴와 퍼스트 스테이트(First State) 외에도, 
CBG는 자체 개발 상품(private brand)에 MSC 인증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 지난 해에는 MSC 인증을 받은 연어, 청어, 정어리, 
다랑어를 200만 캔 이상 판매했습니다. CBG는 새롭게 MSC 
인증을 받은 칠레산(産) 전갱이(jack mackerel) 판매를 베네룩스 
국가 중 처음으로 2020년 9월에 시작했는데 이는 북동 대서양의 
고등어류 어업에 대한 MSC 인증 유예가 계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홀푸드 마켓의 생선판매대 © 홀푸드 마켓

 3938 Marine Stewardship Council Annual Report 2019-20 시장 파트너십



네덜란드 갈색 새우 어업 © MSC/Andreas Birresborn

경청과 배움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
다중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피드백은 선도적인 어업 
표준을 유지, 강화하려는 
MSC의 가치와 헌신의 

핵심입니다.

MSC에게 이해관계자 참여는 진정성이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학계와 
정부, 어업과 시장, 환경 및 NGO 공동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전문성, 
경험을 고려하여 표준과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우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우리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그룹을 담당하고 
그들의 참여를 책임지는 다수의 중요한 고위 
직위를 증설했습니다. 이들은 어업과 NGO, 
입법 및 사법 기구, 시장 파트너 등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을 집중적으로 담당합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한 분야는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TAC)의 활발한 운영과 
정착입니다. 모든 기관이 자신의 거버넌스 
구조 내에, STAC와 같이 다양한 이해 집단과 

지역의 고위 대표들이, 이사회에 직접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STAC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더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내용을, 
단지 듣고 흘리는 대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피드백은, MSC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청하는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로 우리의 사업과 목표를 
제시하고 논의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현재 진행 중인 어업 표준 검토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계 전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말에 
즈음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로, 
온라인 개최로 변경했고, 이는 더 높은 
접근성을 낳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을 함께 도출한 
후, 개정된 MSC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적으로 토의 후, 
다시 협의를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힌 어업 표준을 만들기 
위해, 과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MSC의 끊임없는 노력
  - MSC 이해관계자 참여 책임자, 니키 우드(Niki Wood) -

 4140 Marine Stewardship Council Annual Report 2019-20 경청과 배움



유영 중인 줄삼치 © istock

미래를 위한 선택

마케팅과 홍보팀은 MS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부와 
가공업자, 식탁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 혹은 우리 바다를 
보호하는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 등,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가득 찬 바다라는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조직과 마찬가지로, 
MSC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로 기존의 
접근법을 급하게 바꿔야 했습니다. 각국이 
폐쇄에 들어가면서 매장 내 판촉행사와 옥외 
광고 캠페인을 중지했습니다만, 대신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30개 지역에 관련 조직을 가지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이 같은 
전환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SC 해양 대사 네트워크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새 요리법을 제공했고, 
우리는 다양한 교육 자원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을 지원했습니다. MSC는 수산물 
공급과 관련한 파트너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0페이지 참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들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20년 초,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GlobeScan은 2년마다 하는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2만 
6000여 명의 수산물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사로,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바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문제들 중 하나이며, 
바다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획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SC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우리가 
처음 조사를 했을 때보다 꾸준히, 그리고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도시 중산층들 사이에서, MSC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MSC 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설문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MSC의 작고 파란 라벨을 신뢰한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식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MSC 수산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을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더 많은 조직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질 
것이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고, 코로나 펜데믹은 자연 자원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MSC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이시벨 매테손(Ishbel Matheson) -

2020 소비자
  인식 조사

23
개국

26,535 
명

20,876
수산물 소비자 

3 분의 1
3명 중 1명 (34%)이            

해양 오염 및/또는 수산자원 
개체 감소를 3대 환경문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가격보다 지속가능성을                            
먼저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신선함과 안전, 건강에 
유익함, 맛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주된 동기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69%에 비해,                         
4분이 3이 넘는 응답자가              

MSC 라벨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76%

“식당은 메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질문에 

78%
가 동의했습니다.

10  명 중  4
응답자 10명 중 4명(약 41%)이 

수산물 구매 시, 에코 라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답했고, 특히 25세에서 

34세 사이 응답자가 에코 라벨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    46%
전 세계적으로, MSC 라벨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6년 37%에서 
2020년 46%로 상승했고,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응답자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선이나 수산물을 
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질문에

88% 
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가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산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76% 
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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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성과

프랑스의 지난 10년 성과

2019년 10월, MSC는 지난 10
년간 프랑스에서 펼친 활동 성과를 
기념했습니다. 현재 16개의 프랑스 
어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프랑스 전체 수산물 어획량의 5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80
건 이상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50종 이상의 
수산물을 가공한 3,300개 이상의 
MSC 라벨 부착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매년 열리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주간(Semaine de la 
Peche Responseable)을 포함한 
일련의 마케팅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 프랑스에서 
MSC 라벨에 대한 인지도는 50%
에 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UN SDGs 지원    
제2회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회담(Sustainable 
Seafood Roundtable)이 2019
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국제 호텔 
체인, 레스토랑, 주요 수산물 
공급 및 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Network) 싱가포르의 에스터 
장(Esther Chang) 이사는 UN
의 SDG 12와 14를 달성하도록 
싱가포르가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MSC 인증 
어업들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룩스, 수산물을 
생각하다  

수산물주간(Think Fish Week)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네덜란드 생선주간 행사에는 
역대 최대인 37개 상업 파트너가 
참여했고, 5회째인 벨기에에서는 
15개의 파트너가 참여했습니다. 
슈퍼마켓 내 전시, 라디오와 
지면을 통한 광고, 블로그, 
브뤼셀과 앤트워프의 푸드-
트럭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TV 
방송은 뉴스 보도를 통해 MSC 
인증을 받은 새우가 어획부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서피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전(全) 방위적 디지털 캠페인은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요리, 잘 관리된 어업, MSC 
프로그램의 과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MSC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이들은 해시태그 
#베서피셔(besserfischer)를 
사용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더 나은 어부"를 뜻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을 뜻하는 독일어 "베서위서
(besserwisser)"를 이용한 
말장난이었습니다. MSC 라벨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숨은 의미를 통해, 
캠페인을 지지했습니다.

폴란드의 반려 동물

폴란드는 80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과 600만 마리가 넘는 
반려 고양이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현재 3
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50
개 이상의 MSC 인증 반려동물용 
사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동물주간(World 
Animal Week)과 때를 맞춰 
MSC 인증 반려동물 사료를 
택하는 것이 어떻게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명인사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덕분에, 캠페인은 폴란드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소셜 미디어에 
활발하게 올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새우

왕새우는 호주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입니다. 전체 왕새우 
소비량의 40%가 이 기간 동안 
판매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호주 해역에서 잡는 
자연산 왕새우의 절반 이상이 
현재 MSC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주 유통업체 콜즈
(Coles)와 MSC 인증을 받은 
4개 새우 어업과 협력하여,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호주 왕새우 소비를 
촉구했고, 이는 MSC 라벨에 
대한 호주 내 소비자 신뢰를 
15%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저어류     
국회의사당으로 

워싱턴 D.C.에서 MSC는 코커스 
해양 재단(Ocean Caucus 
Foundation)과 함께 美 서해안 
저어류 어업이 이루어 낸 큰 
성과를 조명하는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상하원 의원과 
NGO를 포함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때 연방재난으로 
선포됐던 어장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결국 MSC 인증까지 
획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서포터즈  

한국의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MSC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4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올해는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국제해양영화제
(Korea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와의 파트너십 
또한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고, 영화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바다를 
주제로 영화 상영은 물론 
토크세션과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www.msc.org

Früher war Masse Klasse.

Heute will

Der Konsument

Wissen, woher Sein

Fisch kommt.

„

“

FRITZ FLINDT, 
Fischer

가상현실을 통한 MSC 인증 낚시 여행                  
© Gaëtan Bardat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회담, 싱가포르 © MSC Think Fish Week © MORREC 베서피셔 캠페인 포스터 © MSC 폴란드의 고양이 인플루언서 @ whisky.and.cola 콜즈에서 판매 중인 바나나 왕새우 © MSC 美 서해안 저어류 어업 경과 보고 © MSC 국제해양영화제와 MSC의 파트너십 © MS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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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재정
본 재무정보 요약은 2020년 7월 28일 
이사진의 승인 및 서명을 득한 최종 법정 신탁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발췌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MSC 감사인 Crowe U.K. 
LLP가 법정 신탁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감사인은 요약된 재무정보가 2020년 3월 31
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최종 
재무제표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재무 
정보 요약은 해당 자어선체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법정 신탁 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인 보고서는 영국 런던, EC1A 
2DH, 런던, 1 스노우힐 소재, 
해양관리협의회 재무이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진을 대신하여 서명:

2020년 8월 11일
MSC 이사회 의장, 베르너 키엔(Werner 
Kiene) 

지출 내역
 20.4%  정책 및 표준 유지
 34.5%  교육 및 홍보 활동
  35.0%  광고 및 어업 서비스와 지원
 5.3%  로고 라이센싱
 2.5%  해양관리기금
 2.3%   기금 모금 활동 비용

미국 재단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Walton Family Foundation 
New Venture Fund 
Remmer Family Foundation 
Triad Foundation 
Holzer Family Foundation

영국 신탁 및 재단
A.G. Leventis Foundation 

비정부 기구
Resources Legacy Fund / Sustainable 
Fisheries Fund 
WWF-Sweden 

수입 내역
 14.9%  기부 및 기존 자산
 2.9%  기타 거래 활동
 80.5%  로고 라이선스 등 자선활동
 1.7%  투자 수익

이사회 재무제표 
요약 보고

전년 동일 기준, 총 자금 32,080,000 파운드 대비, 
2020년 3월 31일 기준 총 자금은 32,854,000 파운드

해당 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감액은 손실 1,781,000 파운드

기타 유럽 재단
Adessium Foundation (네덜란드)
Dutch Postcode Lottery
MAVA Fondation Pour la Nature (스위스)
The Swedish Institute (스웨덴)

법정 단체
DEG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 (독일)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mbH)      
(독일)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in the United Kingdom and Finland

기업
Findus (스웨덴) 
Project UK (다국적기업)

총 수익
2,930만 파운드

기금과 후원자
신탁과 재단, 법정 단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선기금 기부자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A.G. 레벤티스 재단
(A.G. Leventis Foundation)은 의미 있고, 
관대한 지원을 했고, MAVA 재단(MAVA 
Foundation pour la Nature)은 지중해와 
서아프리카에서 행한 사업에 대해, 그리고 
데이비드 & 루실 패커드 재단(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은 MSC 
승인을 위한 자료 확보에 제한을 받는 어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남아공에서 Fish 
For Good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네덜란드 포스트코드(Postcode) 복권과,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MSC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월튼 
패밀리 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 
지중해에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아데시움 
재단(Adessium Foundation), 일본에서 
행한 프로젝트의 핵심 지원자 역할을 해 준 
데이비드 & 루실 패커드 재단, 남서 인도양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WWF 스웨덴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레머 가족 재단(Remmer Family 
Foundation)과 트라이어드 재단(Triad 
Foundation), 홀쩌 가족 재단(Holzer 
Family Foundation)의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관 후원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총 지출 

2,690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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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거버넌스
MSC 이사회 
MSC 이사회는 해양관리협의회(MSC)의 
관리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기술 
자문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MSC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MSC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르너 키엔 박사           
(Dr Werner Kiene) 
의장

폴 위스 (Paul Uys) 
MSC 국제위원회 의장

사이먼 제닝스 박사      
(Dr Simon Jennings) 
기술 자문위원회 의장

아만다 닉슨       
(Amanda Nickson)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 

스테파니 모어랜드 
(Stefanie Moreland)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 

에릭 배럿                     
(Eric Barratt)

쟝-자크 매과이어 
(Jean-Jacques 
Maguire)

짐 리프 (Jim Leape)

데이빗 락 (David Lock)

길스 볼튼                  
(Giles Bolton)

마리아 다마나키     
(Maria Damanaki)

신규 회원:
아만다 닉슨       
(Amanda Nickson)

마리아 다마나키     
(Maria Damanaki)

퇴임 임원:
피터 트롯 (Peter Trott)  
2019년 7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 역임 

린 헤일 (Lynne Hale) 

데이빗 뮤라이디     
(David Mureithi)  

펠릭스 라뎁               
(Felix Ratheb)

기술 자문위원회
기술 자문위원회는 어업 및 CoC 인증과 
승인 방법을 개발하고 어업 인증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MSC 표준과 관련한 기술 
및 과학적 문제에 관해 MSC 이사회에 
조언합니다.  

사이먼 제닝스 박사       
(Dr Simon Jennings)  
(영국) 의장 

크리스토퍼 짐머만 박사 
(Dr Christopher 
Zimmermann)  
(독일)

키스 세인즈버리 박사    
(Dr Keith Sainsbury)    
(호주) 

세르게이 세니코프              
(Sergey Sennikov)          
(러시아)

아담 스완 (Adam Swan)  
(영국)

루씨아 마이어 마사롯 
(Lucia Mayer 
Massaroth)  
(독일)

팀 에싱턴 박사                
(Dr Tim Essington)  
(미국)

빅터 레스트레포 박사    
(Dr Victor Restrepo)  
(미국)

알렉스 올슨                  
(Alex Olsen)  
(덴마크)

후안 카를로스 세이조 
박사                                         
(Dr Juan Carlos Seijo) 
(멕시코)

플로리안 바우만 박사    
(Dr Florian Baumann) 
(독일)

미헬 스타크           
(Michèle Stark)                    
(스위스)

호세 아우구스토         
(Jose Augusto)                        
핀토 드 아브레우      
(Pinto de Abreu)                      
(브라질, 호선위원

레베카 렌트 박사             
(Dr Rebecca Lent)  
(미국, 호선위원)

퇴임 위원:

K 수닐 모하메드 박사        
(Dr K Sunil Mohamed)

MSCI(Marine Stewardship Council 
International)
MSCI는 MSC 에코라벨 라이선스와 비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폴 위스  (Paul Uys) 
MSCI 의장

베르너 키엔 박사 (Dr Werner Kiene) 
MSC 이사회 의장 

에릭 베럿 (Eric Barratt)

발렌티나 트립 (Valentina Tripp)

제프 데이비스 (Jeff Davis)  

루퍼트 호우스 (Rupert Howes)            
MSC CEO

Members of the MSC Board of 
Trustees in 2019 ©Alex Orrow

회원 정보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임

2019 MSC 이사회 © Alex 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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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 닉슨 (Amanda Nickson)      
공동 의장, 미국 The Pew Charitable 
Trusts

스테파니 모어랜드 
(Stefanie Moreland)                                               
공동 의장, 미국 Trident Seafoods 

크리스틴 페니 (Christine Penney) 
캐나다, Clearwater Seafoods

유미에 카와시마 (Yumie Kawashima) 
일본, Aeon

애거시 그로스미스 
(Agathe Grossmith)                                                         
프랑스, Carrefour 

헤더 브레이포드 (Heather Brayford) 
서호주 州정부, 1차 산업 및 지역개발부

카르멘 레벤가 (Carmen Revenga) 
미국, The Nature Conservancy

조안 아우구스틴 (Johann Augustyn) 
남아공, SADSTIA

이반 로페즈 페스쿠에라 
(Ivan Lopez Pesquera)                                               
스페인, Ancora

마르코 퀘사다 (Marco Quesada)  
코스타리카, Conservación 
Internacional 
로리 크로포드 (Rory Crawford)  
영국, Birdlife International/RSPB
토르 라르센 (Tor Larsen)  
노르웨이, Norwegian Fishermen’s 
Association
피터 트롯 (Peter Trott)  
호주, Fishlistic
기스레인 르웰린 박사                               
(Dr Ghislaine Llewellyn)  
호주, WWF International
마리아 호세 에스피노사 로메로       
(María José Espinosa Romero) 
멕시코, Communidady Biodiversidad 
A.C (COBI)
퇴임 위원:

다리안 멕베인 박사 (Dr Darian McBain) 

루이스 힙스 박사 (Dr Louise Heaps)

회원 정보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임

MSC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MSC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는 MSC 이사회에 조언을 하고, MSC 검토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 내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이기도 합니다. 수산물 업계와 
환경 단체, 시장, 학계 등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원 구성은 MSC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지역, 이해 관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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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그물 매듭을 묶는 네덜란드 어부  © MSC / Saskia Lelieveld

MSC는 직원들의 뛰어난 헌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넓은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어업 경영, 해양 과학, 홍보, 마케팅, 

산업 지원, 기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예외적인 

시기에, 뛰어난 유연함으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 실행함으로써, MSC
가 우리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MSC 이사회 및 
집행부를 대표하여, 전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해양을 보호하고 수산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MSC의 지속적인 

성공과 영향력에 그들은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MSC CEO, 루퍼트 호우스(Rupert Ho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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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본부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마린 하우스, 스노우 힐 1, 런던 EC1A 2DH

info@msc.org

Tel + 44 (0) 20 7246 8900 
Fax + 44 (0) 20 7246 8901
자어선체 등록번호: 1066806                                   
사업자 등록번호: 3322023

MSC 지역 사무소, 미주

1255 23rd Street NW
Suite 27
Washington, DC 20037
USA

americasinfo@msc.org
Tel +1 202 793 3283
비영리단체 코드: 501 (C) (3)                                   
사업자 등록번호: 91-2018427

MSC 지역 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6/202 Nicholson Parade, 
Cronulla  
NSW 2230 
Australia
apinfo@msc.org
Tel +61 (0)2 9527 6883
비영리단체 코드: Registered with ACNC           
사업자 등록번호: ABN 69 517 984 605, ACN: 102 
397 839

기타 지역별 MSC 사무소   
벨기에 앤트워프 (Antwerp Belgium) 

중국(홍콩) 베이징  (Beijing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독일 및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를린                                                    
(Berlin Germany, Switzerland and Austria) 

대한민국 부산 (Busan South Korea) 

남아공 케이프 타운 (Cape Town Southern Africa) 

덴마크 코펜하겐 (Copenhagen Denmark)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헤이그                                                                   
(The Hague Netherlands and Luxembourg)

핀란드 헬싱키 (Helsinki Finland)

스페인 및 포르투갈 마드리드  (Madrid Spain, Portugal)

이탈리아 밀라노 (Milan Italy)

프랑스 파리 (Paris France)

아이슬란드 및 페로 아일랜드, 그린랜드 레이캬비크         
(Reykjavik Iceland, Faroe Islands and Greenland)

칠레 산티아고 (Santiago Chile)

페루 리마 (Lima Peru) 

미국 시애틀 (Seattle USA)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Singapore South East Asia)

스칸디나비아 및 발틱해(海) 스톡홀름                                   
(Stockholm Scandinavia and Baltic Sea) 

일본 토쿄 (Tokyo Japan) 

캐나다 토론토 (Toronto Canada)

폴란드 및 중부 유럽 바르샤바 (Warsaw Poland and Central 
Europe)

다음 지역에서도 MSC를 만날 수 있음
그리스 아테네 (Athens Greece)

인도네시아 보고르 웨스트 자바 (Bogor West Java Indonesia)

세네갈 다카 (Dakar Senegal) 

인도 케랄라 (Kerala India) 

포르투갈 리스본 (Lisbon Portugal)

멕시코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Montevideo Uruguay)

러시아 모스크바 (Moscow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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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sc.org
MSC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marine-stewardship-council

/MSCecolabel

@MSCecolabel

2019-20 MSC 연간 보고서와 보충 자료를 
디지털 버전으로 원하는 경우 본 QR 코드를 
스캔하기 바랍니다. 

디자인 Be Kurious Limited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MSC에 속합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자료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고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MSC 사무소

CBP004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