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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유탄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있음

GW.PROJECT는 ‘Goodwill for the World’의 준말이며,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하나투어문화재단의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첫 프로젝트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난민(Weather Refugees)입니다. SDGs의 6번

(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끗한 물과 위생), 13번(Climate Action, 기후행동), 14번(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호)의 이슈와 연관된 #가뭄(식수) #해수면상숭, #수온상승(산호초

백화현상)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12명의 전문가들이 남태평양의 팔라우를 탐방한 후 

본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Goodwill for the World’ PROJECT를 시작하며

_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 보다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졌

는가’의 본질에 집중해야만 지속가능한 위대한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함과 영역의 확장으로 CSV(Creating Shared Value)적 사업으로 

확장된 고민이 필수인 시대이다.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 항공사가 북극곰의 생존을 위해 에코플라이트를 고민하고 캄보디아 

어느 작은 마을의 가로등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물질이 아닌 영혼

을 자극하는 WEB 3.0의 시대에 맞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여행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과제는 ‘누구나 여행할 권리’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그리고 3천 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나라에서 여행기회의 양극

화가 생겨났다. 세상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활동반경은 

넓어졌다. 여행의 기회가 적은 다양한 소외계층부터 문화예술인까지 지원해야할 대상이 너무 많다.

기존의 사회복지 측면의 여행지원사업에서 문화 예술로의 확장을 통해 우리의 라이프(Life)로 깊이

들어온 예술의 영역확장과 발전을 위해 ‘COA project’라는 문화예술 희망여행을 시작한지 3년 

그리고 환경으로 또 한번의 확장을 시작한다. 

여행은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뒤에 

환경파괴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마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

러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할 이유는 분명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때문이다. 환경의 

보존 없이는 관광산업도 없다. 최근 필리핀 보라카이와 푸껫 피피섬의 마야베이 폐쇄라는 대표적

인 사례를 보더라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환경은 묵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북극의 눈이 모두 녹으면 영원히 북극은 가볼 수 없고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져가는 섬

들도 영원히 기록으로만 남는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1등 브랜드가 선도하는 것 또한 1등의

몫이라 생각하고 내부의 우려에도 용기 내어 시작했다.

한 기업 그리고 몇 몇의 전문가가 감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가능한 새로

운 시각으로 실현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생각이다. 꾸준함의

힘처럼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뜻이 맞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여 콜렉티브 임팩트

(Collective Impact)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Goodwilll for the World’ PROJECT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다.

글 / 이상진(하나투어문화재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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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것은 북극곰만이 아니다.

_

팔라우는 지구상 북위 7° 21′ 38″ 동경 134° 28′ 45″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엔 

없다. 모르기 때문이다. 여행을 좀 다닌 사람도 팔라우와 필리핀의 팔라완을 헷갈려 한다. 아일랜드

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혼여행지로 각광 받으면서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에 선정되면서 팔라우는 한국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팔라우는 

청정지역의 갖가지 바다생물로 유명한 섬나라다. 그래서 다이버들의 성지로 불린다.

다이버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닌 우리 팀이 팔라우를 찾은 것은 이 섬나라의 환경을 

지켜줄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였다. 요즘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 언급되는 키워드로 기후

난민(Weather Refugees)이란 게 있다. 내란 또는 학살을 피해 조국을 버리고 떠나온 정치적

난민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로 가라앉는 섬나라들이 있다. 팔라우도 그 중 

하나다. 환경파괴로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타국가를 떠돌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 난민이 기후난민

이다. 우리는 TV에서 작은 빙산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을 보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북극곰만이 아니다. 나라를 구해야 할 시점이다.

팔라우엔 해수면 상승에 덧붙여 여러 악재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조류에 밀려

오는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게다가 국가재정의 60%를 관광에 의존하기에 관광객

들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젤리피시 천국으로 알려졌던 팔라우

는 엘니뇨(El Niño)를 비롯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최근 젤리피시(Jellyfish Lake)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 아름답던 산호도 백화현상으로 하얗게 변질돼 있었다. 산호가 병들면 바다 생태계가 

바로 병들게 된다. 한마디로 자연을 벗삼아, 상품 삼아 살아왔던 나라에서 총체적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팔라우 정부 및 환경단체에서 몇가지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였다. 그 스탬프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주로 관광객인 입국자들은 내용을 읽은 후 서명해야 팔라우에 발을 디딜 수 있다.

팔라우 서약(Palau Pledge)이라 불리는 이 스탬프는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법 큰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환경보호 전략이다. 우리는 이 보다 더 실질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팔라우에 

왔다. 현지상황을 알아야 그에 맞는 솔루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과학 박사, 수중포토

저널리스트, 건축가, 디자이너/작가, 영문과 교수, 홍보마케팅전문가, 포토그라퍼, 비디오그래퍼 

등이 어벤저스처럼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보기로 하고 팔라우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상.하수처리장, 폐기물 집하 및 처리장,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설비, 바다 속 환경 등

을 돌아보고 정부 및 환경단체와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팔라우의 미래 운명에 대한 팁을 얻었다.

사실 팔라우보다 사정이 더 심각한 섬나라들이 있다. 마셜군도, 투발루,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으로 알려진 몰디브 등이다. 우리는 접근성 때문에 팔라우를 선택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은 공동운명체다. 이 섬나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위 아 더 월드’를 

불러본 적이 없는 무개념인이다. 이들의 생태계는 곧 우리의 생태계다. 이들이 썩으면 우리도 썩

는다. 결국 대한민국에 기거하는 우리도 이 섬나라 주민들과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구란 아름다운 혹성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다. 집을 아끼 듯, 지구도 

아껴야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긴데, 남의 얘기처럼 흘리기 쉽다. 우리는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고,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현지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했다. 무엇

보다 전혀 다른 전문성을 지닌 분들과 머리를 맞대는 즐거움이 크다. 

석양의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던 팔라우, 걱정하지마. 다 잘 될 거야. 알리 팔라우(Alii Palau)!

글 / 김홍탁(하나투어문화재단 자문위원,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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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팔라우

_

글/서홍원(영문학자)

관광 수입과 생태계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 위태로운 팔라우

북위 7도, 동경 134도. 인천공항에서 남쪽으로 5시간 날아서 도착할 수 있는 환상의 군도 팔라우. 화산암과 석회암으

로 되어 있는 약 3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산호가 둘러싸고 있어 태풍이 지나갈 때 말고는 맑고 

잔잔한 바다와 파란 하늘을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화산암으로 된 북쪽의 큰 섬들에는 팔라우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남쪽의 몽글몽글한 작은 섬

들은 일부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아름답다. 바다 속에는 다양한 모양과 빛깔의 물고기와 산호가 

있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인다. 

팔라우는 다이버들의 성지이다. 바다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조차 물안경을 끼고 고개를 수면 아래로 담그는 

순간부터 총천연색의 바다생물에 매료된다.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독 없는 해파리가 몇 백만 마리씩 서식하는 젤리피시레이크(Jellyfish Lake), 플랑크톤

을 먹으러 먼 바다에서 찾아오는 만타레이(Manta Ray)를 볼 수 있는 저먼채널(German Channel), 3종의 상어를 

집중 보호하고 있는 세계 첫 상어보호구역, 숲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 그리고 나만의 은밀한 해변이고 싶은 청정의 모래사장. 이 모든 곳들이 팔라우의 자랑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자원이다.  

▲ 남태평양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롱비치

▲ 초록의 숲으로 둘러싸인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태평양전쟁과 팔라우의 최초 한인들의 슬픈 역사

팔라우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요기지였다. 1944년의 태평양전쟁 중 가장 격렬했고 사상자를 많이 낸 곳이기도 하다. 바로 그해

5월 남양청(남양군도를 총괄하는 일제 행정기관)에 의해 팔라우 섬으로 한인 노무자 334명이 강제 동원되었고, 이 가운데 151명이 현지

에서 사망해 사망률이 45.12%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들은 팔라우의 제반 토목공사와 아마도 군 기지 공사에도 투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10만 명의 ‘일본인’ 중에 한인 노무자 사망자가 포함되었는지, 또 노무자 외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 

군인으로 사망한 한인이 몇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의 흔적은 이제 팔라우인들에게 조차 ‘아이고’ 다리로 알려진 콘크리트 다리 

하나와 그들의 혼을 달래는 위령탑으로 쓸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후 1990년대 대우건설이 팔라우의 토목공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2의 ‘한인 노무자’ 물결이 일었지만 그 흔적조차 이제는 희미하다. 

대우가 건설했던 다리 하나는 무너졌고 그때 북적대던 한인들은 거의 다 귀국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소수의 한인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는 팔라우의 자연과 다이빙 환경이 좋아서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다. 특히 6년 전쯤 팔라우의 남쪽 무인도에 와서 

거북이를 잡아먹으며 자연인으로 산다는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팔라우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 

꼴로 정부의 배급을 받으러 문명세계로 나온다는 이 분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아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면 이 분은 

도시문명을 벗어나고 싶은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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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는 오래 전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를 해온 듯하다. 

1945년부터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팔라우는 1994년에 독립하였다. 1979년에 헌법을 제정했고 2년 후인 1981년 

환경의 질 보호위원회(Environmental Quality Protection Board, EQPB)를 설립하여 환경 파괴에 대한 여러 규제 및 

환경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이 외에도 팔라우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상어 포획을 금지하는 상어보호구역(Shark Sanctuary)를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2012년에는 세계미래협의회(World Future Council)로부터 미래정책상을 수여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면적에 해당하는 팔라우 고유경제영역(Exclusive Economic Zone) 전체를 어업 및 광업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의 환경보존 노력의 선두에 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이기도 했다.  

인구 2만의 팔라우는 해상자원이 많아 현대문명의 도움 없이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혜택

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광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던 2015년에는 관광객의 연 

인원이 주민 수의 8배에 달했다고 한다. 팔라우는 관광수입에 환호하면서도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 2017년의 가뭄과 라니냐(La Nina) 현상의 여파로 젤리피시레이크의 수백만 해파리가 종적을 

감추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광객의 몸에서 묻어나온 썬크림 등 독소가 해파리를 죽였다는 괴담이 돌았고, 팔라우를

방문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 내용이기도 했다. 팔라우 정부와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고 2018년

부터 해파리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외국 관광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존심 강한 많은 팔라우 주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위키트래블 같은 인터넷의 팔라우 관광안내 사이트들은 이 괴담을 사실인 양 그대로

싣고 있기도 하다. 

자연관광으로 인한 수익증대와 생태계의 보존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팔라우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이렇다 할 

3차, 4차 산업의 기반이 없고 자연 자체가 주 자원인 팔라우가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

보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한국인 위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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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로빈’이 전하는 팔라우 바다의 현재
_

진행 ∙ 정리/현박(디자이너, 작가)

다양한 경로로 환경이 손상된다면 팔라우의 다음 세대는

지금과 같은 관광호황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

현박: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로빈: 이름은 로빈이고 하나투어와 연계하여 관광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박: 바다에서 일 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로빈: 19년동안 팔라우 지역에서 배를 탔다. 처음 10년은 회사소속으로 일을 했고 9년 전부터는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박: 팔라우 주민으로 생활하며 느끼는 환경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로빈: 2017년 초에는 무려 5개월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코로주(Koror State)에서 멀지 않은 아이라이주(Airai

 State)에 댐이 있고 저수지와 정수시설이 있어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당시 하루에 한시간 외에는 단수가

 되어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뒤에 보이는 큰 물통도 그 때 구입한 것이다. (주: 사람 키보다 큰 물통이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현박: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롱비치가 해수면상승의 여파로 간조시 이전처럼 길게 모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들었다.

로빈: 그렇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이유가 클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이전보다

 커진 것도 같다. 

현박: 지난 몇년간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배설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역시 늘어

 났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

로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보이는 쓰레기들은 건져내려고 한다.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쓰레기의 양도 많아졌겠지만 바다에서 보이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조류를 타고

 흘러 들어온 것들이다. 쓰레기의 포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현박: 우리팀은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고 왔다. 휴일임에도 적지 않은 쓰레기 수거 트럭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팔라우 대부분의 쓰레기는 그곳으로 가는가.

로빈: 팔라우의 인구는 대부분 코롤주와 아이라이주에 모여있다. 그곳의 호텔이나 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주일에

 1-2회 정기적으로 수거되어 재활용품 1차분류 후 나머지는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현박: 팔라우 관광의 메인 어트랙션인 젤리피쉬레이크(Jellyfish Lake)의 해파리 개체감소에 대해서 듣고 싶다.

로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있지만 나는 몇년간 지속된 엘니뇨(El Niño)때문이라고 본다. 오랜 기간 가물면 호수

 내의 화학성분이 농축되어 젤리피쉬가 살기 어려운 수질이 된다. 최근에는 강수량이 평년수준을 회복해 천천히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들었다. 

현박: 환경요소가 팔라우 관광에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환경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빈: 정부는 환경의 보호나 지속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관심이 많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60퍼센트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

현박: 섬나라이므로 해수면 상승이나 환경파괴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클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바란다.

로빈: 팔라우는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었다. 다양한 경로로 환경이 손상된다면 팔라우의

 다음 세대는 지금과 같은 관광호황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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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교민으로부터 듣는 

팔라우이야기
_

진행 ∙ 정리/서홍원(영문학자)

체계적, 장기적인 관광시스템 개발을 통해 환경 문제 풀어야

2018년 7월 24일, 일산 초입에 있는 한 까페에서 10년 전에 가르쳤던 김보아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졸업생

을 만났다. 보아스가 팔라우 교민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 6월에 팔라우 방문했을 때 현지 교민을 통해 우연히 그 

이름을 들었을 때였다. 반가운 마음에 보아스에게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드디어 일산에서 회동. 선생-제자 

간에 무슨  인터뷰가 가능할까 걱정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문답을 나눴다.

서  홍  원: 팔라우에서 태어났는가.

김보아스: 한국에서 1990년에 태어났는데 1996년 6월에 팔라우로 이주했고 2008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 내가 학생으로 있었던 이 시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활발했다.

서  홍  원: 팔라우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김보아스: 아빠는 한국에서 가족과 같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있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일이 어려워졌고, 그때 팔라우에 있는 아빠의 지인이 팔라우로 투자이민을 권장했다. 아빠와 엄마의 양가

 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재산이 탐이 났었던 모양이다. 그분은 아빠가 상당히 믿고

 계셨던 분이라서, 아빠는 별 생각 없이 상당한 돈을 투자 목적으로 팔라우로 송금하고 뒤이어 이주를 감행

 했다. 그러나 그 지인은 아빠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빠가 팔라우에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전혀 도움

 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이 있었고, 승소까지 했으나 투자금 회수는 끝내 못했다. 

서  홍  원: 모든 재산을 잃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궁금하다.

김보아스: 다행히 배로 팔라우 섬들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던 한나호 선교단체의 목사님의 도움으로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배를 타고 목회를 하던 아빠는 1997년 4월에 사고로 익사하시고, 젊은 엄마, 7살박이

 나, 그리고 더 어린 남동생만 타지에 남게 되었다.

서  홍  원: 아빠까지 잃고 경제활동도 안 하셨던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가족을 지키셨는지,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다.

김보아스: 교회의 장로님의 도움으로 엄마가 당시 팔라우에서 가장 컸던 아리랑 뷔페식당의 매니저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나는 한국의 대학에 입학해서 2008년에

 귀국했지만 엄마는 계속 팔라우에서 일하다가 2012년경에 귀국해서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남동생

 도 역시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할머니 묘가 팔아우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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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  원: 뷔페식당의 벌이만으로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면 당시에 한인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지금은 팔라우

 의 교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김보아스: 팔라우 한인교회에서 학생들을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유년부, 초등부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그

 아이들이 많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아이를 외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팔라우로 보냈다. 그때 대부분 자녀들

 만 왔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둘째, 당시 팔라우의 도로가 좋지 않았는데, 대우건설에서 수주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때, 대우건설

 직원들의 가족까지 왔다. 셋째, 많지는 않았지만 다이버들이 입소문을 듣고 팔라우에 왔다가 정착했고 그분

 들의 자녀도 몇몇이 같이 학교를 다녔다. 이제는 아이들도 거의 다 떠났고, 이 분들과 투어 회사에서 파견

 온 분들만 남은 것 같다.

서  홍  원: 보아스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김보아스: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는 달리 원주민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녔다. Harris Elementary

 School이라는 학교였는데 몇 천 명이 있는 규모가 큰 학교였다. 그중에서 외국인은 단 세 명이었다. 나, 중국인

 남학생, 그리고 미국인 혹은 유럽인 학생, 이렇게 세 명이었던 것 같다. 나는 적응을 잘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중국인 학생은 원주민 애들한테 많이 맞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팔라우의 텃세가 이때

 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서  홍  원: 1, 2학년만 말했는데 그러면 3학년부터는 다른 학교를 다녔나.

김보아스: 그렇다. 3학년부터는 제칠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Seventh-Day Adventist School을 다녔고 고등학교는

 Main섬에 위치한 Palau Mission Academy(이하 PMA)에서 공부했고, 대학은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을 나왔다.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팔라우에서 유학 온 유일한 학생이다.

서  홍  원: 한국에 와서 적응은 잘했는가.

김보아스: 평소 성격이 활달해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적응을 잘 한 편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면서 공부를 했다. 일 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성적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영어 과외, 번역을 주로 했고, 하나투어에서 운영하는 기프트샵에서 영어 담당 세일즈도 해봤다.

서  홍  원: 팔라우에서 다녔던 학교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부탁한다.

김보아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녔던 학교는 다 제칠안식일 교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고등학교인 PMA는 국제

 학교이지만 원주민들도 다닌다. 선생님들은 모두 백인인데, 대개 이 교회 소속으로서 대학생 때 1년 봉사의

 개념으로 파견되어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 그분들은 교단으로부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20대의 젊은 선생님들이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에 따라 과목을

 맡아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활기차고 젊은 에너지가 넘쳐흐른다. 이 학교의 varsity sports (학교 대표팀을 둔

 운동종목)가 좋고,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한다. 사회봉사는 역시 환경과 관련 있는데, 우리는 주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청소하는 봉사를 했다.

서  홍  원: 이런 활발한 학교에서 보아스는 어떤 활동을 했나.

김보아스: 일단 공부는 잘했다. 그리고 운동도 학교 대표를 할 정도로 잘했다. 팔라우 사람들이라면 역시 수영을 못할

 수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이빙도 즐겼다. 다이버 자격증을 위해 준비도 했는데 중이염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영 실력에 대한 물음에] 한 번은 물에 빠진 중학생 관광객을 구명해준 경험이 있다. 수영을

 배우면서 구명도 교육받는데 실제로 이 능력을 써보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다.

서  홍  원: 보아스가 보는 팔라우는 어떤 곳인가.

김보아스: 미국으로 가고 싶거나 영어 배우러 오기에는 일단 이곳에서 교육 받기에는 나쁘지 않다. 

서  홍  원: 팔라우 사람들은 어떤가?

김보아스: 이곳 원주민은 ‘발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산다. 섬에서 돈을 많이 벌어

 봤자 쓸 데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은 돈, 관광 등에 대해 초연한 모습이다. 그리고 서로

 친척인 경우가 많아서 서로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관대하다.

서  홍  원: 팔라우 원주민들이 관광에 대해 초연하다는 의미는?

김보아스: 초연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시각이 섞여 있다. 최근 팔라우를 방문했을 때 친구들에게

 느꼈는데, 젊은 팔라우인들은 팔라우의 환경오염이 관광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젤리피쉬의

 멸종이 관광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은 팔라우의 환경이나 미래, 관광 등에 대해 무관심한

 면이 더 크다. 기회만 있으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복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서  홍  원: 보아스가 자라면서 팔라우는 많이 변했는가?

김보아스: 처음 갔던 1996년의 팔라우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다는 생각이다.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이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그때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더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초등

 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해변으로 가지 말라는 충고를 들을 정도로 대변, 소변 등 오수가 아무 규제 없이 방출

 되었다. 지금은 정화시스템 등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가지 말아야 하는 해변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보니 기억들이 충돌하는 것 같다. 아마 오수, 쓰레기 등 환경오염을 막는 시설들이 늘었지만 그만큼

 이곳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

서  홍  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해 줄 말은?

김보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 관광산업에 대한

 원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원주민들이 관광의 밝고 어두운 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이 산업이 지역기반

 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중국 방식의 기념품 샵이 아닌 현지 스타일의 샵 개발도 해야 할 것이고,

 원주민들만 알 수 있는, 폭포 체험 같은 신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환경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 등을 더 철저히 따지면서 체계적인, 장기적인 관광시스템 개발을 통해 환경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젊은 정치인이 사리지고 있다. 구태의 정치로부터 진화해야 하는데, 능력이

 되는 젊은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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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있음

팔라우, 팔라완, 그리고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와 이들의 미래
_

글/윤승태(지구환경과학 박사)

1) 지구 온난화와 SDG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 언급

되었듯이 지구는 산업화 이후 온실 기체 방출의 영향으로 엄청난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에 열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구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의 지속된 증가로 인하여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이 이상 기후 현상, 태풍 발생 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등과 같은 해양/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대륙과 바다의 표층 온도는 1880

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0.85 ℃ 정도 상승했고 온난화로 인한 남극 및 북극 빙하의 급격한 융빙

(융빙수 다량 유출)과 열팽창 효과로 전지구 해수면의 높이는 1901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0.19 m 상승했다.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의 후속사업에 해당하며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통합을 고려하여 총 17개의 목표(169개 세부 목표)

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목표들 중 6번-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Clean water

and Sanitation), 13번-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Climate action), 14번-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Life below water)이 해양/기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환경변화 관련

이슈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양/기후 및 환경 변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 요소들로 여겨지며 이들 이슈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강화 및 예방/대응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가장 관측기간이 긴 데이터세트에서 1986 -2005년 평균 대비 연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IPCC 5차보고서, 기상청번역본에서 발췌)

2)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와 그 피해

         전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0.63m까지 상승(불확실

성 고려할 경우 0.94 m 상승) 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서태

평양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은 약 6mm/year로 1993-2012년

기간 동안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인 약 3mm/year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매우 높게 관측된다고 한다. 서태평양 해

역에 속한 도서 국가들 중에는 관광 산업이 주요 수입원인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 미만이지만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미 2000년대 들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서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피해 사례들이 언론

을 통해 많이 보고되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1m 보다 낮은 

투발루, 몰디브, 마셜군도와 같은 서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은 

2100년이 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해수면 상승 이외에도 다른 해양/기후 변화, 예를 들어 엘니뇨

(El Niño)의 이상 강화로 인한 강우 감소, 태풍 발생 빈도수 

증가, 해양 산성화 등으로 인해 서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식수

부족, 태풍 피해, 해양 생태계 파괴(산호초 백화현상) 등의 피해

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

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 혹은 떠돌아 다녀야 하는 기후 

난민(Weather Refugees)이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

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Groundswell: Preparing 

for internal climate mig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의 수가 1억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

까지도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에 관해 인식하고 이들 도서 

국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아가 기후 난민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예보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태평양의 숨은 보석 팔라우

팔라우는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서태평양의 도서 국가 중 

하나로 34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팔라우는 

총 16개의 주(state)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며 2005년 기준

으로 총 인구수는 2만 여명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국가이

다. 팔라우는 주변 바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 환경으로 더 유명

한 곳이다. 팔라우의 바다는 1천여 종에 달하는 어류와 7종의 

대왕조개(전 세계 9종), 연안 곳곳에 다양한 산호초 군락을 

가지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며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해마다 

인구수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이지만 필리핀의 다른 

섬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 태평양의 숨은 보석이

라고도 불린다.

 

앞서 언급한 마셜군도, 몰디브, 투발루 등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에 속한 다른 도서 국가들에 비해 

팔라우(마이크로네시아에 포함)에서는 아직 해양(해수면 상

승)/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팔라우에서도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여 2013년 침수 위험이 큰 태평양 섬나라들이 살아

남으려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마주로 

선언(Majuro declaration, 태평양 지역 13개국이 합의)’에 동참

하였고 팔라우 대통령이 세계해양포럼 등 국제회의에 직접 

나서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 때문에 팔라우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즉, 서태평양의 많은 도서국가

들이 이미 해양(해수면)/기후 변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팔라우 역시 잠재적 위험을 가진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투어문화재단 주관의 ‘Goodwill for the World’ project

에서 팔라우를 첫 목적지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직은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피해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팔라우를 직접 탐방하여 팔라우가 현재 경험

하고 있는 해양(해수면)/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고, 국민적, 국가적으로 이러한 피해 해결을 위해

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가 팔라우를 위해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회적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도출해보고자 했다.

4)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와 팔라우

팔라우 탐방을 통해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4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관련 팔라우 정부 기관 및 과학 기관의 존재와 이들의 활

동, 두 번째는 이상 기후 영향에 따른 팔라우 해양 생태계의

파괴, 세 번째는 2016년 발생한 팔라우의 가뭄과 식수 문제, 

네 번째는 팔라우 내의 해수면 상승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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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ROJECT 팔라우 미팅 현장 모습 ( 유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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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산호연구센터 센터장 '골부'박사 인터뷰

▲ 팔라우 댐 시설

우선 팔라우의 정부 산하 기관(팔라우 대통령 직속)들 중에

서는 세계산호연구센터(Palau International Coral Research 

Center, PICRC)와 기후변화부서(Office of Climate Change)가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산호연구

센터의 센터장인 골부(YIMNANG GOLBBU) 박사와의 2번

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세계산호연구센터에 관한 많은정보들

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로 센터장은 팔라우의 산호초 관련 연

구로 호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산호연구센터는 매년

정부로부터 40만 달러(4억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다양한 합동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과도 산호초 관련 연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협력 국

가들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형태이고 외국 기관의 연구원들

은 방문 연구원 형태로 세계산호연구센터에 연수를 와서 서로

의 지식을 공유한다. 세계산호연구센터의 주요 관심사는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산호초의 성장 민감도 파악 연구이며 실험실

에서는 해수의 산성도, 수온, 염분 등에 따른 산호초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센터장은 2021년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6차 보고서의 Small Island Part 저자

로도 선정되어 국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세계

산호연구센터가 과학 연구 기관이라면 기후변화 부서는 행정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원(Support), 

조직(Coordinate), 수집(Collect)에 있으며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에 의한 팔라우의 현 상황을 이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와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UN에서 지원하는 Green Climate

Fund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팔라

우정부는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책 마련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과학 재정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상 기후 영향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파괴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팔라우의 여러 섬들 근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산호초들이 아름다운 산호섬을 이루어 스킨스쿠버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산호초는 바다 생태계에서도 

산소 공급자(바다의 허파로 불려짐)로서 그리고 해양 생물들

의 보금자리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팔라우의 산호섬

들이 태풍 발생, 엘니뇨에 따른 해수 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에 의한 해양 산성화, 그리고 관광객들의 영향 등으로 침식

되거나 아름다운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경험

하고 있다. 세계산호연구센터에서 해양 조건에 따른 산호초

의 성장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팔라우의 유명한 체험 관광지 중 하나

인 젤리피쉬레이크(Jellyfish Lake)의 폐쇄 결정이 있었다. 

이는 젤리피쉬레이크에 엄청나게 많았던 해파리의 개체수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어 젤리피쉬레이크가 더 이상 체험 관광

지로서의 역할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파리 개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팔라우 정부나 국민들은 엘니뇨 현상과 연관

되어 서태평양의 해수 온난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과학적 원인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유명한 체험 관광지였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체험 활동 증가 역시 해파리 개체수 급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팔라우 집 마당에는 큰 물탱크가 구비

되어 있을 정도로 팔라우는 심각한 생활 용수 혹은 식수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5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 정부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는 단수를 시행하기도 했단다. 참고로 강수량의 감소도 

확실한 과학적 분석은 없으나 팔라우 정부나 국민들은 역시 

엘니뇨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엘니뇨 발생으로 중태평양

지역의 강수 증가 및 서태평양 지역 강수 감소). 그러나 팔라우

의 상수 시설, 하수 시설, 상수원과 댐 등을 탐방해보니 팔라우

의 물 부족 현상은 해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수원, 댐 시설들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어 있으며 상수원의 댐 높이가 너무 낮게 설정

되어 있어 상수원의 물 저장 능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폐수처

리장을 비롯한 하수도 시설 역시 매우 열악했는데 폐수가 바

다로 흘러들어가는 형태였다. 이들 시설을 좀 더 현대화 시키

고 댐을 좀 더 높이 쌓거나 상수원 보의 높이를 조금만 높인다

면 적은 강수로도 몇 만명의 팔라우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생

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팔라우퍼시픽

리조트(Palau Pacific Resort)의 경우 자체 담수화 시설도 보유

하고 있었는데 팔라우는 주변이 모두 바다인 만큼 정부 차원

에서 담수화 시설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팔라우 탐방과 세계산호연구센터 센터장의 인터

뷰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관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얘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원래 목적은 팔라우 해변 혹은 주변

섬들의 과거 사진을 현재 모습과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의 증

거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사진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팔라우퍼시픽리조트의 선착장이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해 재건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선착장의 과거 사진을

수소문하여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탐방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의한 결과를 직접적인 비교 형

태로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롱아일랜드(Long Island Park)

방문을 통해 만조 시기 때 해수가 범람한 모습을 보았고, 썰물

시기 때만 백사장이 열리는 롱비치(Long Beach)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그 길이가 짧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산호연구센터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팔라우의 북쪽 섬과 동부 해안의 피해가 심하

며 해안가 주변의 타로 농장 또한 해수 유입으로 현재 농사가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T-duck 이라고

불리는 선착장 근처의 집들까지 해수가 가끔씩 범람한다고 

하며 썰물 때 물이 평소보다 빠지지 않아 비행기에서 팔라우 

섬을 내려다보면 줄무늬 모양의 모래 사장들이 듬성듬성 

위치해 있다고 한다.

5) 앞으로의 해양(해수면 상승)/기후 변화 전문가 역할

GW.PROJECT에 참여하면서 팔라우의 유명한 관광지와 

아름다운 태평양 바다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팔라우 

정부,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선, 본 프로젝트에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전문가

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팔

라우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전문가로서 본 팔라우는 적은 인프라와 적은 인적자원에

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잘해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팔라우 사람들은 그들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바다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팔라우국립해양보호구역

(Palau National Marine Sanctuary) 설정, 산호초 연구, 레인

저(Ranger)들의 활동을 통한 관광객 통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해양과 기후의 물리적 변

화,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 엘니뇨 영향에 의한 이상 기후 등

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현상에

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접근이 거의 없다 보니 현상을 단순

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대응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수의 범람이 농지와 집안까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연안 지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섬 주변에

서 위치별로 해수면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엘니뇨 현상이 팔라우 혹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혹은 분석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하루

빨리 구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산호연구센터의 센터장도 강조했듯이 지구 온난화로 인

한 극지방 빙하의 융빙은 해수면 상승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소속된 극지연구소의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의 주요 목표도 남극 현장 관측과 모델링을 

통해 남극 빙하가 녹는 원인을 분석하고 녹아서 유출되는 융

빙수가 전 지구 해수면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

량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이다. 물론 전 지구에는 대한민국과 

팔라우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 팔라우를 해양(해수면)/

기후 변화 관점에서 탐방을 하면서 투발루, 마셜군도, 몰디브

가 2100년이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수 있다는 예측이 

예전과 다르게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탐방 결과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팔라우는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영향에 최전선에

있으며 머지 않아 투발루, 마셜군도, 몰디브와 같은 운명에 

처한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해양(해수면)/기후 변화 전문가

로서 그리고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의 연구원으로서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과 결과 도출을 통해 해수면 상승

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비롯하여 팔라우 뿐 아니라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기후 변화 요소들의 

영향을 평가, 이들 국가들이 해양(해수면)/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가 가능한 팔라우 비치( 유탄지)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짧아진 팔라우 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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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Legacy Project를 중심으로 본 팔라우 정책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서약
_

글/김정민(하나투어 사회공헌 담당)

“마음껏 탐험하되 파괴할 자유는 없습니다.”

You're free to explore, never to exploit.

“우리 터전의 미래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The future of our home depends on you.

팔라우 코로르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 들어서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건 다름아닌 벽면 곳곳에 붙은 메시지들이다. 그 

옆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차분하면서 강렬한 눈빛의 팔라우 어린이가 방문객들을 향해 응시한다. 어느새 마주한 

입국심사관. 여느 지역과 다름없는 절차를 밟는가 싶더니만 스탬프를 찍은 여권의 한쪽 면을 펼쳐 펜과 함께 내민다. 

“팔라우서약(Palau Pledge)입니다, 읽어보고 사인해주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아해하던 방문객들은 곧 서약의 

의미를 알아채고는 펜을 꾹 눌러 사인을 한다. 입국심사관은 그제서야 씨익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팔라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Alii, Welcome to Palau).” 

▲ 팔라우공항 입국장에서 볼 수 있는 팔라우프로젝트(Palau Legacy Project) 캠페인

3백개가 넘는 군도를 다 합쳐도 거제도 남짓한 면적에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이 작은 섬나라는 연간 16만명(2015년

기준)이 넘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때묻지 않은 천혜

의 자연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 청정한 바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보고 느끼기 위해서다.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트랜디한

명소 대신 조수 간만의 차이로 하얀 속살을 내비치는 롱비치

에서의 호젓한 산책, 수 만년 동안 부서진 산호와 조개가루가

켜켜이 쌓여 형성된 우유빛깔 밀키웨이에서의 천연머드팩,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락아일랜드(Rock Island)

남쪽 석호에서의 마린라이프(Marine Life) 체험 등 날 것 

그대로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또한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이버들이 이 곳 ‘지상

최고의 낙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지상낙원 팔라우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팔라우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들 그리고 기후변화

가 그것이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팔라우의 DNA

이다’라고 자랑할 만큼 자연환경이 곧 재산이자 전부인 팔라우

인들에게는 큰 위협인 셈이다. 특히 팔라우에서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

이자 경제 동력이다. 관광객 급증이 양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방문객들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긴채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

것으로 끝이죠. 하지만 미미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이 계속 쌓인다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이 이곳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더 이상

Okay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Palau Legacy Project

(이하 팔라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제니퍼(JENNIFER

KOSKELIN GIBBONS)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 각국의 언어로 된 팔라우서약(Palau Pledge) 스탬프. 여권이 존재하는 한 당신의 서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 (출처: www.palaupledge.com)

팔라우 국민여러분, 저는 방문객으로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독특한 섬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자연을 해치

지 않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주의해서 여행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해치지 않는 대상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남기게 될 것은 물에 씻겨 나갈 발자국들 뿐입니다. /팔라우서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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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세대를 위한 팔라우프로젝트 홍보물 첫 장

그렇게 팔라우프로젝트가 탄생했다. 방문객들의 의식을 변화

시키고 흔적을 줄이기 위해 팔라우의 캠페인 전문가들이 의기

투합한 결과다. 여기에 대통령을 비롯해 캠페인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영부인의 활약도 따랐다.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제도까지 캠페인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이다. 2년간의 준비 끝에 2017년 12월 팔라우는 입국장에서

의 스탬프 제도를 도입했다. 즉, 모든 방문객들은 팔라우에서

생태학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는 ‘팔라우서약’에 동의하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여권에 서명해야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팔라우는 환경보호와 다음세대를 위해 자국

의 이민법과 시민법을 개정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또한 

서명한 모든 방문객들은 조그만 리플릿을 받는다. 팔라우서약

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담긴 리스트(Dos & Don’ts)이다. 

‘지역문화와 주민에 대해 배우세요’, ‘수영할 때 스쿠버용 오리

발이 산호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현지상점과 지역사회를 

지원해주세요’, ‘해양생물을 채집하지 마세요’, ‘물고기나 상어

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지역 관습을 존중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뒤쫓지 마세요’,

‘제한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산호를 만지거나 밟지

마세요’, ‘정원에서 과일이나 꽃을 가져가지 마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등 열 한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입국

스탬프와 리플릿은 친절하게도 방문객들의 언어로 전달된다.

팔라우 대통령 토마스(THOMAS E. REMENGESAU Jr.)는

“서명한 서약서를 지키는 것이 방문객의 의무이듯, 방문객에게

우리 섬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

다.”라고 말하며 팔라우서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책임

을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방문객들은 입국장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SNS를 통해 전하고 있다. 엘고어(AL GORE)

와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등 세계적인 명사들

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서명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실 팔라우

서약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팔라우의 환경 보호·규제 정책에

방문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치일 뿐, 팔

라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는 행보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팔라우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2009년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세계 최초로 상어보호구역(Shark 

Sanctuary)으로 설정했으며, 2015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의 80%를 팔라우 국립해양

 보호구역(Palau National

 Marine Sanctuary)으로 지

 정해 상업적 어업 금지(No

 Take  Zone)를 선언했다.

 또한 잔혹한 상어몸통 버리

 기(Shark finning)와 바다

 생태계를 해치는 저인망 어법

 (Bottom Trawling)을 금지

 시켰다. 연안국들의 무분별

 한 상업적 어업 행위 역시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들

 어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아시아에서 취급하고 있는

 고급 ·고가의 참치인 검은

 참다랑어(Bluefin Tuna)와

 황다랑어(Yellowfin Tuna)

 는 대부분 팔라우산이며 이

 중 검은 참다랑어는 거의 멸

 종위기 단계이다.

팔라우 국립해양보호구역은 이렇듯 팔라우의 모든 환경적 이슈

의 중심에 서있다.

▲ 다음세대를 위한 팔라우프로젝트 홍보물에 소개된 팔라우국립해양

    보호구역(Palau National Marine Sanctuary)

팔라우프로젝트는 팔라우국립해양보호구역과 팔라우서약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캠페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몇 가지 전략을 세웠다. 팔라우서약에 담긴 메시

지를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팔라우 교육과정에

통합시키고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에 힘쓰는 한편, 관광마케팅

을 통해 생태관광지(eco destination)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자국의 어업을 개발하는 것, 

▲ 다음세대를 위한 팔라우프로젝트 홍보물에 소개된 팔라우국립해양

▲ 팔라우를 보호하는 실천방법

   Dos & Don’ts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외

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해 방문객들을 포함한 산업계 등 국경 

없는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환경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

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엘리뇨가 발생하면서 해류를 통해 밀

려오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제도의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

쓰레기를 바벨다옵섬이나 카양겔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거의 풀타임잡 수준이죠. 태평양의

다른 섬들도 팔라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곧 팔라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섬, 아니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이죠.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아이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니잖아요.” 팔라우

프로젝트팀의 로라(LAURA CLARKE)가 고개를 저었다.

팔라우서약 뒤에는 팔라우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팔라우

프로젝트팀은 팔라우 어린이들과의 워크숍을 열어 자신들이 

얼마나 팔라우를 사랑하는지 방문객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

고 어린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곧 팔라우서약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의 유산과 같은 이 세상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환경의 중요성을 전함으로써 

팔라우의 발자국을 남기는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 팔라우서약의 기초가 된 팔라우 어린이들의 편지 Dear Visiting

     Family (출처: www.palaupledge.com)

팔라우프로젝트팀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자

마자 소식이 들렸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적인 크리에이티

브 축제인 ‘제65회 칸 라이언즈 국제 광고제’에서 '팔라우서약

(Palau Pledge)' 캠페인이 그랑프리 3관왕을 달성했다는 것이

다. 대중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이렉트(Direct)’ 부

문을 비롯해 소셜임팩트에 기여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부문, 사회전반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정도의 혁신적 성과를 보인 결과물을 선별하는

'티타니움(Titanium)' 부문까지 석권한 것이다. 광고제에서의

수상부문과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창의적인 메시지로 대중을 

사로잡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거나 인식을 개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상과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세계여행

관광협회(Th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관광산업의 규모는 약 8조3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0.4% 수준이라고 한다. 성장률 역시 4.6%로 전체 경제 성장

률 3%를 넘어설 만큼 관광산업의 전망은 밝다. 이는 동시에 

환경을 비롯한 관광자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7년 무려 98만6000명이 방문한 필리핀 보라카이섬은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다가 2018년 4월 26일부터 6개월간 거주

민 외의 출입을 제한했다. 영화 ‘비치’를 통해 숨은 보석이라고

알려진 태국 푸껫 피피섬의 마야베이 해변은 산호를 비롯한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2018년 6월 1일부터 4개월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른 지방이나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습, 풍경 

문물을 보는, 말 그대로 ‘빛을 본다는’ 관광(觀光)의 참 뜻이 

바래져 관광자원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방문객들의 태

도가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팔라우서약

은 팔라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

은 전 세계 사람들이 팔라우서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약속하는 것입

니다.” 팔라우프로젝트팀 로라(LAURA CLARKE)의 한마디

는 우리가 지나쳤을 지도 모르는 이정표를 한 번 더 상기시

켜준다.

▲ 팔라우프로젝트팀의 로라(LAURA CLARKE)( 유탄지)

▲ 제니퍼(JENNIFER KOSKELIN GIBBONS)( 유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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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관광청의 환경보전 이니셔티브
_

진행 ∙ 정리/김정민(하나투어 사회공헌 담당)

주민 및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팔라우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팔라우의 관광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팔라우관광청(Palau Visitors Authority)의 대표 Ngiraibelas Tmetuchl이다.  

팔라우관광청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 보전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제가 들고 있는 물병처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락아일랜드나 해변을 방문 할 때 이글루와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한다면 쓰레기가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팔라우에서는 PET병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사용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또한 식당, 여행사 및 지역주민들에게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부 상점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날(Plastic-free day)’을 선언하고 봉투를 주지 않는다. 물고기와 새 그리고 수중생물들이 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또 물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 해양의 플라스틱의 파편 

역시 바다 거북과 일부 조류 종의 둥지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자면, 팔라우의 영부인 데비여사(DEBBIE REMENGESAU)와 여성 전문가 4명이 

시작한 팔라우프로젝트(Palau Legacy Project)다. 팔라우 이민국과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팔라우 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팔라우서약(Palau Pledge)에 모든 방문객들이 서명하는 것이다. 이는 곧 향후 팔라우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팔라우의 어린이들을 위해 팔라우의 환경을 보호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palaupledg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작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이며 우리는 브랜드 자산, 즉 우리의 청정한 땅과 바다 그리고 팔라우

인들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앞으로의 이니셔티브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

There are a few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itiatives that the Palau Visitors Authority has taken. First of all, my name is Ngiraibelas 

Tmetuchl (Knee Rye), and I'm the Board of Directors Chairman of the Palau Visitors Authority, which is the tourism marketing arm 

of the Republic of Palau. 

One of our first initiatives has been encouraging a reduction of the use of one-time plastics, beginning with promoting reusable water 

containers such as this one. 

We are encouraging the local population and the tourists to reduce the use of water bottles, so when, for example, they visit the Rock 

Islands or the beach, they could use igloos and reusable water bottles so they don't have much trash. Although PET bottles can be 

recycled in Palau, reducing the use is the first step.

The Palau Visitors Authority is also asking restaurants, tour operators and the local people to stop using plastic straws and plastic bags. 

Some stores have even dedicated a plastic-free day and do not give out bags. We're trying to reduce as much plastics as possible so 

these don't end up in the water and consequently be eaten by fish, birds or other water creatures. Marine debris from plastics can also 

affect the nesting habitats of sea turtles and some species of birds. 

Another initiative the Palau Visitors Authority has begun with Palau's First Lady, Debbie Remengesau and a group of four other 

women is called the Palau Legacy Project. This program with the Immigration Division requires that every visitor will sign a conserva-

tion pledge (Palau Pledge) that will be stamped into the their passports. And when you sign that pledge, you promise to protect Palau's 

environment, not only for future tourists, but for the children of Palau.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www.palaupledge.com.

Those are some of the initiatives we've started, and we hope to continue future initiatives with sustainability of our brand assets in 

mind, namely our pristine land and sea and the unique Palau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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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얕은 암초와 끝없는 하늘(Kevin Davidson, Palau Visitors Authority 제공) 팔라우 대통령 TOMMY E. REMENGESA (Palau Visitors Authority 제공)

팔라우서약(Palau Pledge)을 들고 있는 팔라우관광청 관계자들 (Palau Visitors Authority 제공)청록색 바다 위에 떠있는 락아일랜드(Rock Islands)는 '녹색 버섯'으로 불린다(Kevin Davidson, Palau Visitors Authorit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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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질 보호위원회
(Environment Quality Protection Board, EQPB)

_

진행 ∙ 정리/서홍원(영문학자)

팔라우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팔라우의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를 관리하는 곳

팔라우가 오랜 식민의 역사를 청산하고 독립국가가 된 것은 1994년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하에서의 

신탁 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투표로 독립이 결정되면서 같은 해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79년이다. 그리고 헌법 제정 

2년만인 1981년에 환경의질보호위원회(Environment Quality Protection Board, EQPB)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일찍

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QPB는 환경에 대한 팔라우 사람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는 기관이다.

18세기부터 스페인, 독일,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미국의 신탁통치 기간까지 거친 팔라우는 역사적으로 환경 파괴의 

아픔을 겪었다. 산호초로 둘러싸인 팔라우는 산호초 지대 안과 밖의 생태계가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새, 박쥐, 

바다표범의 배설물들이 쌓여서 인산염이 풍부한 자원이 된 구아노(guano)를 산호지대 안에서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독일인들이 20세기 초에 뚫어놓은 저먼채널(German Channel)이 식민 시대의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먼 바다에서 산호초 지대 안의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몰려오는 만타레이(manta ray) 때문에 관광명소가 

되었지만 이때 파괴된 산호초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하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구축한 방어선, 활주로 등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청정자연구역의 흉터로 남아 있다. 

또한 식민 지배자들과 기타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동식물 유입도 기존 생태계를 흔들어 놓았는데 지금 집집마다 몇 

마리씩 풀어 놓고 기르는 개들이 대표 사례가 된다. 입국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동식물 유입이 더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은 이 작은 생태계가 몇 차례씩 흔들렸던 기억이 팔라우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EQPB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주 업무는 1) 흙 운반, 2) 바다와 민물의 수질, 3) 하수 처리 시설, 4) 고형 

폐기물 관리, 5) 살충제, 6) 상수도 시설, 7) 환경영향 평가, 8) 대기오염 규제, 그리고 9) 오존 파괴 물질의 아홉 개 

영역에 대한 규제와 허가이다. 더 쉽게 말해 EQPB는 팔라우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팔라우의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를 관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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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PB의 활동은 주로 첫 번째 영역, 즉 땅 개발에 따른 흙 운반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넓지 않은 면적의 팔라우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해안의 맹그로브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맹그로브는 섬 주위를 둘러싸며 자라는데 쓰나미 등 성난 바다의 폭력으로부터 섬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15부터 중국의 전세기를 통한 관광이 시작된 후 호텔 건립, 관광지 개발, 면세점, 식당 등 중국 관광 네트워크

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흙 운반 규제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졌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들은 팔라우 전역에 이미 

많이 세워져 있다. 현재는 젤리피시 레이크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출입이 금지되어 중국인 관광이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개방되면 관광개발 역시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QPB 활동의 몇 가지 특이점을 본다면, 먼저 EQPB는 흙 운반에 대한 규제를 시작 단계에서 허가를 통해 실시하지만 

허가를 한 시설 등에 대한 사후 통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후 통제 및 관리는 경찰 등 다른 부서의 

일인데, 이렇듯 각 기관의 일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운영 구조는 비효율과 사후 관리의 소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행정 기관들이 각기 일을 잘 하고 있으리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EQPB는 사후 관리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 듯하다. 

EQPB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허가를 위한 평가 과정에서 외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가령, EQPB

는 살충제 규제를 위해 지역 농산물 샘플을 채취해서 미국 하와이로 보내 검사한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Board)과 하와이 주 농림부(Hawaii Department of Agriculture)

는 시설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면서 EQPB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토록 팔라우의 행정은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해외와의 협력, 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팔라우를 식민·신탁 통치했던 일본과 미국,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을 느끼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이 식품, 토지샘플 등의 성분분석과 정부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다면 일본은 팔라우의 기간산업과 친환경 노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댐 건설, 고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시설 등에 일본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이 돋보인다. 그래서인지 일제하에 식민지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팔라우인들의 

생각은 우호적이다.

EQPB 활동 자세히보기

_

http://palaugov.pw/eqpb

www.facebook.com/palaueqpb ▲ EQPB 공식페이지 (http://palaugov.pw/eq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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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냉장고의 숲(출처: 서홍원)

[현장탐방]

폐기물 처리장
(Solid Waste Management, SWM)

팔라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코로주(Koror State)에 

위치한 코로 유일의 매립지 M-Dock( ‘엠닥’으로 발음)을

찾아갔다. 코로 섬의 중심가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려서 도착

할 수 있는 이곳은 5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곳이다. 한국의 

매립시설에 비교하자면, 지금은 산 두 덩어리가 되어 꼭대기

가 골프장과 억새풀 공원이 된 과거 서울의 난지도 매립지에 

비해 몇 백분의1이나 될까 말까한 매우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어느 매립지나 그렇듯, 눈에 보이는 모습은 걱정스럽다.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전문가 팀의 2017년 보고에 의하면 팔라우에서는 매일 

약 3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3톤이 코로 섬에서 

나온다. 그중 30톤이 M-Dock으로 매일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가 탐방했던 짧은 1시간 동안에도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

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다. 난지도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작은 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M-Dock은 연신 쏟아지는 쓰레기

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M-Dock 안으로 들어오니 오른

편으로 꺾어진 곳에 폐냉장고들이 레고블록처럼 맞물려서 

벽을 형성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양 편으로 뼈대만 남은 차들

이 흩어져 있다. 왼편에는 작은 숲처럼 보인 것이 알고 보니 

몇 층으로 쌓은 자동차들이 넝쿨에 뒤덮인 모습이다. 숨어서 

숲을 만든 이런 자동차는 몇이나 될까? 눈대중으로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숲은 깊어 보인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 매립현장이 나오고 역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웬만한 시간이 흘러도 분해되지 않는 비닐 등 

플라스틱 계열 폐기물이다. 매립된 쓰레기의 높이는 벌써 4, 

5층짜리 아파트 높이에 이르렀고 개미처럼 바삐 다니며 

쓰레기를 정리하는 여러 크기의 지게차들과 포크레인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입구로 다시 나와 왼편으로 돌아보니 “3R 플라스틱 영웅”이

라는 이름을 가진, 손으로 그린 페트병 캐릭터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오른 쪽으로 이어진 벽에는 팔라우의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을 통한 해법을 담은 상당히 희망찬 

벽화가 역시 손으로 그려져 있었다. 다 같이 3R 영웅이 되어 

줄이고(Reduce) 다시 쓰고(Reuse) 재활용(Recycle) 하자는 

이 긴 벽화는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바다와 폐기물로 가득한 

무채색 땅으로 시작하여 밝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가득한 행복한 섬의 모습으로 끝난다. 벽화의 끝을 끼고 돌아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가면 M-Dock 내의 재활용 시설이 나온다.

우리를 맞이한 분은 JICA의 지원으로 코로 주의 고형 폐기물 

처리 자문으로 나왔다가 이 섬에 눌러앉은 카츠오 후지(Katsuo

Fuji)상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답게 

후지상은 열정이 넘쳐난다.  

1) 고형 폐기물 관리: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_

글/서홍원(영문학자)

▲ 3R(Reduce, Reuse, Recycle) 캠페인 ▲ 쓰레기매립지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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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플라스틱, 페트병, 종이, 캔, 유리병을 분류하고 재활

용하는 거대한 시설이었다. 작은 섬나라에 그렇게 격을 갖춘 

시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설립 이후 스탭들의 연구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 

시설의 목적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과학적

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시설은 팔라우를 친환경 국가로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시설 설립 1년 후 곧 바로 

재활용에 촛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 곳의 

가장 큰 폐기물 매립지인 M-Dock의 폐기물 수용 허용치가 

2013년이면 끝난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과업이었던 것이다.

SMW는 페트병/알루미늄 캔 처리장, 종이/카드보드 처리장,

그리고 유리병 처리장의 세 가지 시설로 나뉜다. 폐트병과 

알루미늄 캔은 세척, 압착 후 대만으로 수출되고, 종이와 카드

보드는 잘게 자른 후 숙성시켜 비료로 사용된다. 유리병은 잘게

분쇄 후 도로포장에 활용되거나 시설 내에 있는 공방에서 유리

잔 등 공예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된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녹일

때 유해성분을 발산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공정이 활성화되면, 재활용

의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함은 물론 연료문제도 해결 하면서

지속가능성의 영역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목

할 사실은 이 모든 시설과 직업교육을, 즉 팔라우의 지속가능

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플랫폼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압착기, 수거트럭, 카운터 등의 모든 장비는 일본에서 공수되어

온 것이며, 개개의 장비에는 ‘일본으로부터(From Japan)’ 가 

아니라 ‘일본 국민으로부터(From the People of Japan)’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People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었을 뿐인데 

강렬한 우정의 힘이 느껴졌다. 현재 이 곳엔 제너널 매니저인 

카츠오 후지(Katsuo Fuji)상이 부임해 관리와 교육을 총괄

하고 있다. 우리가 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작은 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일본은 그 곳 주민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선진국이 가져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범주가 이렇

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깨달음도 얻게 됐다.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문제점의 정의-지역에서 

찾는 인싸이트-실질적인 솔루션 개발’의 절차가 필요하다. 

팔라우의 폐기물 처리장은 지역의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현명한 솔루션이다. 관광자원 못지 않은 팔라우의 

보배임에 틀림없다.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면 부정적인 연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환경에 해로운 잔여물이 잔뜩 쌓여 있고, 

특수 복장을 한 관계자들만 드나드는 장소같은. 그러나 폐기

물 처리장은 우리의 일상 환경은 물론 전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그곳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들고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일상생활의 사이클인

우리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수순이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아야 할 것이다. 

국토 면적이 좁은 팔라우 같은 섬나라에서 폐기물 문제는 더 

큰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한 해 팔라우를 찾는 관광객이 

팔라우 전체 인구수의 여덟 배를 넘기고 외국 노동자의 유입

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게다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방치한다면 섬 전체가 쓰레기가 될 형편이다. 그렇

다고 관광객 숫자를 제어할 수도 없다.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관광수익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팔라우는 관광업을 집중 육성

해야 하지만 동시에 쓰레기 범람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는 팔라우의 폐기물 처리장(Solid Waste Management,

SWM)을 방문했을 때 안도로 바뀌었다.

▲ 쓰레기매립지( 유탄지) ▲ 폐기물처리시설( 유탄지)

후지상의 설명을 요약해보자. 이 시설은 50년 동안 쓰레기를

모으던 곳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미국의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하던 자리가 놀라울 정도로 오염되어 주변의 땅과

바다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자 팔라우 정부는 환경에 대해 

새삼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일본이 고형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매립지는 새롭

게 변했다. 2004년에 고형 폐기물 관리국이 발족되고 일본 

JICA의 지원으로 2005년에 M-Dock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후쿠오카 기법이라는 일본의 고형 폐기물 처리방식에 의거한다.

후쿠오카 방식은 고형 폐기물을 층으로 분리시켜 사이사이에 

산소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적

으로 비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음식물 

비료화 기법을 시작으로 이 매립지는 지금의 고형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시설로 발전했다. 또한 코로주 곳곳에 25개의 간단

한 분리수거 처리 시설을 세워서 고형 폐기물의 유입 양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2년이 지난 지금 많은 

폐기물이 페트병, 종이/종이박스 등의 모습으로 현지에서 

재활용 되고 있고, 일부 페트병과 고철은 수출까지 하게 되어 

작으나마 팔라우의 무역에 보탬이 된다. 지금도 하나씩 시설들

을 확장하여 재활용 가능한 고형 폐기물의 종류가 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5월 28일, GW.PROJECT가 팔라우를 방문하

기 직전에, 팔라우 정부는 JICA와 새로운 협약을 맺어 2022년

까지 에밀릭주(Aimeliik State) 매립지를 위한 1200만 달러의 

추가 원조를 받기로 했다. 약 20년 동안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

는 에멜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다 이제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시 후쿠오카 기법에 기반하여 세워질 예정이다.

이상이 후지상의 설명이다. 과장 없이, 그러나 자랑스럽게 매

립지와 재활용 셈터의 성장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적은 

힘(예산)으로 움직이는 힘이 느껴진다.

2012년부터 코로주는 집과 학교 등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환경의질보호위원회(Environ-

mental Quality Protection Board, EQPB) 등에서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팔라우

시민들의 환경 의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36톤씩 발생하는 쓰레기의 8~9%에 달하는 3톤가량의 고형 

폐기물이 매립지로 향하지 않고 재활용 시설에서 새롭게 태어

난다고 한다. 그러나 JICA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쓰레기

의 60%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국민소득의 50%가 관광

수입으로 구성된 팔라우에서는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쓰레기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팔라우 정부와 코로주는 관광객을 대

상으로 하는 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을 때 출입국 관리인이 

여권에 스탬프 식으로 찍어서 관광객에게 서명하게 하는 

팔라우 서약서(Palau pledge)이다. 

그러나 에밀릭 매립지 조정에 1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과 팔

라우의 집집마다 방치되어 있는 많은 폐 자동차들은 팔라우

의 고형 폐기물 관리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팔라우 지속가능성의 비밀 

_

글/김홍탁(하나투어문화재단 자문위원,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

▲ 세척 압착 후 대만으로 수출되는

   페트병,알루미늄 캔

▲잘게 자른 후 숙성시켜 비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카드보드

▲공예품으로 재활용되는 유리

▲ 바이오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잘게 분쇄된 플라스틱

▲ 일본에서 제공한 설비 ’일본의 국민으로 부터’

    

▲ 제너럴 매니저

    카츠오 후지(Katsuo Fuji)

 

▲ 팔라우의 폐기물 매립지 M-Dock ▲ 팔라우의 폐기물 매립지 M-Dock

 



생명의 바다를 지키는 산호초

_

글 ∙사진 / 박수현(수중포토저널리스트)

‘신들의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팔라우.

팔라우를 이루고 있는 300여개의 아름다운 섬과 산호초 바다는

자연이 인류에게 안겨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팔라우는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로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인 블루코너(Blue Coner),

블루홀(Blue Hall), 블랙홀(Black Hall), 뉴 드롭오프(New Dropoff), 우롱 채널(Ullong Channel)을 비롯해 만타

가오리의 유영을 관찰할 수 있는 저먼채널(German Channel) 등 팔라우 바다 전체가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세트장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스쿠버다이빙이 아니라도 좋다. 스노클링으로 팔라우 바다에 떠 있기만해도 신들의 

정원을 거니는 황홀감에 빠질 수 있다.

산호의 생명 조건

팔라우 바다를 최고로 만드는 것은 코발트색 맑은 바다 속에 바다 생명체들에게는 삶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호초는 활발한 생명활동을 진행하는 경산호(사슴뿔산호 ·가지산호 ·뇌산호 ·테이블산호

양배추산호 등)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산호 아래로는 생명활동을 마친 경산호의 석회질 외골격이 오랜 세월을 두고 

겹겹이 쌓여 산호초를 형성한다. 산호초 형성의 기본이 경산호이다 보니 산호초는 경산호가 살 수 있는 환경인 연중 

수온 20도 이상인 곳에서만 만들어진다. 지구상에서 연중 수온 20도 이상이 유지되는 곳은 열대와 아열대 바다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온대 해역에서는 산호초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물이 따뜻하다고 산호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포동물인 산호는 플랑크톤 사냥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산호폴립에 무수히 공생하는 

편모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영양물질에 많은 부분 의존해야만 한다. 결국 산호가 살기 위해서는 광합성 

조건 중 하나인 햇빛이 잘 투영될 수 있게 바닷물 속에 펄이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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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초 / 지구에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구조물 중 가장 거대한 구조물인 산호초는 바다동물들의 삶의 공동체이자 지구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 박수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산호초

지구 전체 바다에서 산호초가 차지하는 면적은 0.1퍼센트도 안 되지만, 해양 생물의 4분의1이 이곳에서 어우러져 

살아간다. 또한 사람이 먹는 물고기의 20~25퍼센트 정도가 산호초 부근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초는 

쓰나미나 태풍으로 부터 연안을 지키는 천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양학자들 사이에서 산호초가 

지구온나화를 막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호의 폴립 속에는 1세곱센티미터당 100~200만 마리의 편모조류

가 살며, 이들 편모조류는 광합성을 한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산호초, 그 산호초를 구성하는 천문학적인 수의 

산호, 그 각각의 산호가 가진 폴립 속에 사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편모조류들……. 이들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산호와 공행하는 편모조류들의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자연 줄어들게 되며 지구의 열도 내려간다. 실제로 단위 면적당 산호초의 광합성 능력은 열대 지방의 

밀림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초 훼손 원인

그런데 최근 들어 팔라우 해역을 비롯한 열대 바다의 산호초가 훼손되고 있다는 보고자료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산호초가 있는 109개국 가운데 93개 나라에서는 이미 산호초가 인간 활동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다. 향후 수십 

년 내에 절반 이상의 산호초가 파괴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연구자료도 발표되었다. 산호초 훼손의 원인은 연안개발에 

따른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폭발물을 사용한 어로활동, 관광객들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 산호를 갉아 먹는 왕관가시불가사리 등 천적 생물의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또한 산호초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호초 훼손이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온대 지방 해조류가 부착하는 암반에 탄산칼슘이 부착되면서 백화현상이 진행되듯이 산호초 백화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온상승이 산호초 백화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은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은 포화상태(수온 25

도씨에서 1리터당 0.12g의 탄산칼슘이 녹아야 정상이며, 0.82g 정도가 포화상태이다)를 넘으면 석출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는 물에만 녹아드는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물에 

많이 녹아든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져 탄산칼슘 

석출이 빠르게 진행된다. 바닷물 속에 탄산칼슘이 녹아드는 것이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연안개발이 주원인이라면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해수온도 상승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호초지대에도 백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  책

팔라우 산호초도 뉴 드롭오프(New Dropoff), 우롱 채널(Ullong Channel) 해역에서 상당부분 백화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산호초의 파괴와 모래 덮임 현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모래 등 부유물이 산호초를 덮게 

되면 공생조류의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산호는 고사하게 된다. 이들 해역에서 산호초에 덮여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고민이 있어야겠다.

과학자들은 환경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슈퍼 산호'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산호와 공생할 수 있는 

‘조류’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배양된 산호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 훼손된 해역으로 옮겨 심어 산호초를 

복원하겠다는게 과학자들의 연구목표이다. 

최근 하와이주 의회는 산호 등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벤존(oxybenzone)과 옥티노세이트(octinoxate)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내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 오·폐수와 수영객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이 물질은 어린 산호의 백화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산호초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 고민이 

뒤따르지 않고는 바다생명체의 갊의 터전이자 지구환경을 지키는 산호초 보존은 요원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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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초 /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바닥면의 모래가 산호를 덮는 바람에 산호가 고사하고 말았다. 산호는 폴립에 공생하는 편모

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져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 박수현) 

▲ 산호초 / 태풍의 영향으로 산호가 파손된 모습이다. 팔라우 해역 곳곳에서 산호초가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산호가 파손된 해역에는 산호이식 등을 통한 산호초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박수현) 

▲ 산호초 / 산호초를 구성하는 경산호들이 죽어 하얗게 변하고 있다. 이를 산호초 백화현상이라고 한다.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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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내일도 ‘맑음’이기를

_

글/민수(트래블스타앤마케팅 과장)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인구 2만의 작은 나라. 다이버의 성지 팔라우.

팔라우 바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 가이드, 다이빙 강사 등을 하면서 현지인과 같이 살아가고 

이해하며 남태평양의 평화로운 섬에서 원주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던 생활 방식과 양식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4년간 살면서 배우게 된 건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자 최고의 

자랑 그리고 신의 선물은 바로 아름다운 바다이다.

팔라우는 호주처럼 대보초(Great Barrier Reef)로 이루어져있다. 팔라우를 나타내는 ‘신들의 바다정원’, ‘다이버들의 

성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팔라우는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고 

잔잔하며 하늘이 거울처럼 바다에 투명하게 비치는 락아일랜드(Rock Island)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독이 없는 해파리가 모여 사는 ‘해파리호수’가 널리 알려지면서 팔라우가 유명해졌다. 한편 팔라우 

사람들에게 바다란 그들의 삶의 일부이자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삶의 터전인 바다가 여행객들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호가 백화현상으로 손상되고 

있고 팔라우의 상징인 해파리호수의 해파리가 집단 폐사를 하고 물고기는 바다에 떠 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물고기가 늘어남에 따라 먹이사슬 맨 위의 인간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팔라우엔 공장이 없다. 아이들이 일할 유일한 일터는 바다이다. 그런 바다가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더 이상 수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팔라우에서 살던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팔라우를 등지고 먼 타국으로 

나와서 살아야 생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곧 평생 팔라우에서 살아 온 그들에게 팔라우를 버리라고 떠미는 일일 

것이다.

얼마 전 중국에서 팔라우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청했으나 팔라우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중국은 자국인 관광객의 

팔라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연을 가장 중요시 하는 팔라우 사람들에게 관광객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 세 끼 먹을 쌀만 있어도 사는 사람들에게 관광금지국 지정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을 지도 모른다. 물론 대중 

의존도가 높은 팔라우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제는 가이드가 주업무는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팔라우를 복음처럼 전파하고 싶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곳. 팔라우의 내일도 ‘맑음’이기를 기대해본다.

▲ '푸른 바다 위의 버섯'이라고도 불리는 팔라우 락아일랜드(Kevin Davidson, Palau Visitor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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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팔라우의 전통
팔라우 민간단체(Palau Conservation Society, PCS)

_

진행 ∙ 정리/현박(디자이너, 작가)

팔라우행이 결정된 후 GW.PROJECT는 팔라우 정부기관을 비롯한 현지 환경단체등과의 인터뷰를 계획했다. 그 중 

Palau Conservation Society(이하 PCS)과 진행된 인터뷰의 내용을 간추린다.

현박: 소개를 부탁한다.

볼라: PCS 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볼라(ABOLADE MAJEKOBAJE)이다.

현박: 팔라우 환경보호가 주된 임무인 PCS는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관광이 주 수입원인 팔라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먼저 궁금하다. 

볼라: 다양한 부분에서의 조달이 있지만 우리는 현지 사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세금의 10%를 정부 대신 환경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측 우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은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지 업체

 들로부터 충당하고 있고 정부는 해당 금액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현박: 직원은 몇 명인가.

볼라: 11명이다(2018년 6월 기준). 직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것인지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현박: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인 만큼 환경에 대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볼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정부보다 민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경우 혹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일의 총량을 조절한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구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이전에는 우리가 했으나 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다.

현박: 보호구역 관리와 관광회사들의 준법여부등을 확인하는 레인저(Rangers)는 환경보호 실무의 핵심이라고 들었다.

 레인저의 역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볼라: 각 주마다 운영하는 레인저 프로그램이 있다.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이들은 보호구역에서의 낚시나 사냥, 또는

 여행사별로 발급받은 해상 액티비티 허가증의 유효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그런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근거해 주별로 편성하게 된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할 정도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각 주별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주의 레인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3개 주의 관리계획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유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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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활동 자세히보기

www.palauc ion.org   |   www.facebook.com/PCSPalau

▲ PCS 홈페이지의 PCS 활동 소식(www.palauconservation.org)

현박: 보호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레인저의 역할과는 깊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보호계획 설정 외에 레인저

 와 관련된 다른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라: 우리는 매년 진행되는 레인저의 교육을 담당한다. 작년 (2017년)에는 팔라우 북쪽 리프(northern reef)에 대한

 1주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북쪽 리프는 관광객은 적지만 여행사나 관광객의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생 조류의 개체수를 파악하거나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현박: 바다활동 외의 육지의 자연보호도 PCS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례를 알고 싶다.

볼라: 팔라우는 바다가 주된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활동이 바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호활동은 크게 해양과 육상

 두 갈래로 나뉘는데 육상 보호활동의 예를 들자면, 2012년 태풍 보파가 팔라우를 지나간 이후 멸종위기종

 메가포드(Micronesian megapode)가 주로 서식하는 북쪽섬에 쥐의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쥐와 고양이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멸종위기조류와 농작물의 피해가 크기에 현재는 주로 쥐를 포함한 외래종을 박멸하는 활동을

 하고있다. 이 활동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현박: 섬나라인 팔라우 주민에게는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가 앞으로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

 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볼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지적인 해결책을 통해 어느정도 변화의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팔라우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타로(Taro, 감자

 비슷한 작물로 지역주민들의 주 식재료) 생산 방식의 개선을 통해 식수원 보존과 작물 생산량 증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다른 영향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커뮤니티 단위로 키워주고 있다. 전략적

 인 위치에 타로를 재배해 폭우시 흙이 산호초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빗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체득시키는

 과정이다.

현박: 관광객들과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라: 관광업은 팔라우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관광산업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로

 수중활동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쿠버다이빙에 초점을 맞췄다. 팔라우는 작년에 마이크로네시아 국가들

 중 최초의 Green Fins(reef world foundation이 세운 해양환경보호단체) 인증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유네스코의

 책임있는 다이빙 관광 이니셔티브로 PCS 는 팔라우 다이브샵들과의 연계를 통해 산호초나 생물들을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는 등의 수중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활동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 40여개

 의 다이브샵 중 14개 이상의 다이브샵이 2018년 현재 동참하고 있다.

현박: 마지막으로 현재 팔라우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볼라: 팔라우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전통이다. 집을 지을 때에는 집 주변의 나무를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매일

 다른 곳에 낚시를 하는 등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지구적으로 다가오는

 환경변화는 이전의 지식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 4년제 대학이 없는 팔라우에서 현재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PCS에서는 직원들을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연수를 보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

 를 만들고 리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결국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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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중관광을 위한 제언

_

글 ∙사진 / 박수현(수중포토저널리스트)

팔라우는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4시간30분 정도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어 필리핀이나 사이판과 이동거리가 비슷한 지리적 인접성에 신들의 바다정원이라 불릴 만큼 바다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이다. 3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 군도의 전체면적은 591평방킬로미터(괌: 541평방킬로미터, 

사이판: 185평방킬로미터)로 이 중 사람이 사는 섬은 9개 섬 뿐이다.   

팔라우의 다이빙환경

팔라우 군도 주위로는 세 가지 다른 해류가 흐르며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다. 700여 종이 넘는 산호가 만들어내는 

산호초 주위로는 1500여 종의 어류들이 모여들어 생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팔라우에는 현재 60여 개의 다이빙 

포인트들이 개발되어 있다. 다이빙 포인트의 평균 수심은 25미터 정도로 다이빙 진행 방식은 대부분 섬 주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직벽 다이빙 위주이다. 

다이버들은 팔라우 해역을 남성적이라고 표현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역에서 만나는 아기

자기함 보다는 코발트 색의 광활한 바다가 안겨주는 스케일과 일정하지 않게 흐르는 강한조류가 상당히 거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야기 맑은 경우는 수심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져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조류는 해역에 따라 상승조류나 하강조류로 바뀌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조류에 휘말려 갑자기 몸이 

떠오르거나, 깊은 수심으로 내려 꽂히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블루홀(Blue hall)은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팔라우를 찾는 다이버는 한번은 꼭 방문하는 곳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다이버들이 블루홀 안으로 들어올 경우 통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행을 놓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박수현)GW Project  | Volume. 1 Now in Palau  |  55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개발 노력이 부족하다. 

34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라우는 전 해역이 다이빙 포인

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팔라우를 찾는 스쿠버

다이버들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포인트인 블루코너

(Blue corner), 블루홀(Blue hall), 저먼채널(German channel),

울롱채널(Ulong Channel), 시아즈터널 (Siaes tunnel)등을 둘러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물론 60여개의 포인트가 개발되어 

있다고 하지만 숨겨진 곳에 얼마나 더 멋진 경관이 기다리고 있

을지 이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은 팔라우 정부 및 다이빙 리조

트 관계자들의 몫이다. 또한 팔라우를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수

중사진가들의 헌신이 큰 몫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

이시아 등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중사진가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 팔라우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설명이 부족하다. 

팔라우를 다녀온 다이버들의 공통적인 지적 중 하나로 경험이

부족한 가이드들이 다이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관광객들에게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지 못하게 된다. 가이드의 역량은 리조트의 경쟁력이 되며 

팔라우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리조트 별로 도제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이빙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 방식을 정부 또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체계화 전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 시스템

이 잘 갖춰진 리조트의 경우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Map을 

마련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수중지형 및 환경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의 리조트는 인솔 가이드가 구두로 설명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가이드에 대한 관리

는 2011년 팔라우 현지 가이드가 수중에서 다이버의 공기밸브

를 잠궈 버리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표면화 되기도 했었다. 

물론 당시 상황이 다이버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이버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가이드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었다. 

관광객에 대한 문화적 통제가 원활하지 않다.

팔라우의 아름다운 수중환경이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

이 한 배에서 함께 다이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족에 

따라 성향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 안이 소란하고 혼잡

스럽기도 하며,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리조트 경영상

이들을 분리해서 선박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선박 운영은 리조트 경영

진의 책임이다. 한 가지 예로  흡연은 선박 안 지정된 장소에

서만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담배를 문채 선박 안을 오가

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바다에 버리곤 한다. 

팔라우를 찾는 다이버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수중 생태계 보존은 모든 다이버들의 관심 사항이다. 많은 

다이버들은 단지 둘러보는 관광보다 수중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일정 부분 공헌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바다의

경우 수중환경 보존을 위해 다이버들이 불가사리나 성게를 

잡아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팔라우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는 여러 가지 요인

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중 태풍의 영향으로 바닥면의 모래가 

일어나 산호초를 덮어 버리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다이버

들이 산호초를 덮고 있는 모래를 걷어 내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산호초 복원에 공헌했다는 보람으로 작용

하지 않을까. 이는 다이버들에게 팔라우를 다시 찾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다이버들을 위한 편의가 아쉽다.

팔라우 다이빙 진행은 한번 리조트를 출발한 후 3번의 다이빙

동안 선박을 벗어날 수 없다. 점심식사나 용변해결도 선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멀미를 하거나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진 사람도 다이빙 일정을 마칠 때까지 최소 5시간 이상

을 배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섬이 300개가 넘지만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섬은 그림에 떡으로만 보인다. 이는 섬에 상륙

하기 위해서는 팔라우 정부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번거로운데다 다이버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업체 중심의 운영 때문이다. 

다이버들이 좀 더 품위 있게 다이빙을 진행하고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은 팔라우 다이빙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확한 브리핑이 부족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블랙홀(Black hall) 다이빙을 다녀온 다이버가 전하는 말이다. 

블랙홀 입구는 팔라우의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인 블루홀

(Blue hall) 바닥면 수심 30미터 지점에 있다. 블랙홀은 동굴 

다이빙 형태로 진행되기에 고급 다이빙 이상의 스킬과 수중

랜턴, 두 개의 호흡기 등 필수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다이버들이 진행하는 블루홀 다이빙과 블랙홀 

다이빙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블루홀만 둘러보고 상승해야할 

일반 다이버들이 블랙홀로 따라 들어오곤 한다. 물론 가이드의 

브리핑을 주목하지 않은 관광다이버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여

러 사람이 동시에 다이빙을 진행하는 혼잡함 속에서 자신의 

일행을 놓치고 블랙홀로 들어가는 일행을 따라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실수가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브리핑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다이버 통제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팔라우 다이빙의 문제점과 제언

필자는 2001년 처음 팔라우를 다녀 온 후 올해까지 세 번을 여행했다. 팔라우는 육상관광자원이 부족하지만 뛰어난 수중환경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가 되었다. 현재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팔라우를 찾고 있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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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 인원에 비해 가이드 수가 부족한 경우 무리를 지어 가이드를 

따라 다니는 식으로 다이빙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다이빙 자체의 흥미

가 반감된다. ( 박수현) 

▲리조트 중 포인트 Map을 준비해 다이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이버들이 좁은 선박 틈새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좁고 불편한 

선박, 그리고 흔들리는 선박 안에서의 식사 등은 팔라우 다이빙의 흥미

를 반감하는 요인이 된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300여개의 아름다운 섬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 박수현) 

▲ 블루홀 안으로 들어온 다이버가 30미터 바닥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블랙홀은 장비 준비가 충분히 된 고급

다이버 이상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브리핑을 제대로 듣지 못한 다이버

중 일행을 놓치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일행을 따라 들어가기도 한다. 

이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이다. ( 박수현) 

▲팔라우 블루코너를 찾은 다이버들이 상승조류로부터 몸을 지탱하기 위

해 조류걸이를 이용하고 있다. 팔라우는 해역에 따라 조류가 갑자기 변하

는 등 상당히 거칠고 위험한 바다이다. 충분한 준비와 자신의 다이빙 능력

에 대한 점검 없이 다이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 박수현) 

▲블랙홀 안으로 잘못 들어온 바다거북이 빠져나가지 못해 질식사 했다.

블랙홀 안에는 바다거북 뼈 조각이 세 군데에 흩어져 있다. 이 곳을 지날

때면 음산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한다.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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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지구를 꿈꾸며

_

글/박현진(건축가)

지상낙원을 회복한 팔라우를 그려보다

2040년 8월. 지구상에서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팔라우를 10번째 방문한다. 2018년에 

첫 방문한 이후 매 번 방문 때마다 팔라우는 그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구와 조화되어 가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어, 

그 변화를 목격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첫 방문 때의 팔라우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환경스템프를 여권에 찍고 입국하는 나라로 이미 국가적으로 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실제 방문했던 당시의 도시 모습은 수십 년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회색 

콘크리트의 모습으로 세계 어디에나 있는 그런 평범한 거리의 모습이었다. 그저, 미국의 한 시골 거리의 모습이랄까? 

전혀 지역에 맞지 않는 건조한 콘크리트 건물과 길거리에 폐차되어 버려진 낡은 차량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지역의 기후적 특성과 맞지 않는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재미없는 거리.

여행 초반에 기대했던 남태평양의 이국적 도시 모습과 달랐던 팔라우의 도시에 실망하여 바다와 하늘의 아름다움만 

눈에 가득 담아오자고 생각했었다. 실로 팔라우에서 맞이하는 자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매일 

저녁 하늘 가득 펼쳐지는 수채화의 향연과 너무도 투명하고 맑은 바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거북이들, 해파리들, 

산호들, 그리고 파도로 인해 깎여서 버섯 모양을 이룬 섬들이 바다에 뿌려놓은 듯 펼쳐진 팔라우는 진정 ‘신들의 바다 

정원’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준 것은 박물관에서 팔라우 전통 건물 BAI를 발견했을 때였다.  BAI는 팔라우의 

부족민들이 마을을 이룰 때 중심에 자리 잡고 마을회관의 역할을 하는 마을 남자들과 어른들의 모임 장소요 회의 

장소였다. 높고 급격한 경사를 이룬 지붕은 섬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야자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다. 낡거나 

썩으면 언제든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고, 비가 많은 지역에 맞게 급격한 경사를 두었다. 비가 오면 물은 급격한 

지붕에 엮인 야자수 잎을 따라 흘러내리게 되어 있었다. 또한, 바닥을 약 50cm 높게 지어 물에 대해 저항하지 않게 

했고, 뱀 등의 야생동물의 접근도 막을 수 있게 했다. 높은 경사 지붕은 자연적으로 높은 천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간다. 반면 낮은 기온의 바람은 양측으로 뚫려있는 낮은 개구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디자인되었다. 다만, 최상부에 더운 공기가 더욱 잘 빠져나가도록 지어졌다면 더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벨라우 국립박물관 (Belau National Museum)에 전시된 전통건물 BAI ( 유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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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우 국립박물관 (Belau National Museum)에 전시된 전통건물 BAI ( 유탄지)

▲ 팔라우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건물과 이어진 전통건물 BAI ( 유탄지)

대통령궁을 방문했을 때도 뒷마당에서 원형을 이룬 포이어 

중앙에 BAI 형태의 정자가 있었는데, 이는 팔라루에서 BAI

를 가장 팔라우다운 전통으로 여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가 많고 적도에 가까운 고온 지역에서 BAI는 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오히려 당시에 지은 대통령궁이었다. 멀리서 보면 석조

건물처럼 보였지만 막상 기둥을 두드려보니 콘크리트 건물에

나무로 석조형태의 모양을 내어 유럽의 고딕 건물처럼 모방한

건물이었다. 아무튼 BAI는 단지 과거의 전통으로만 두기엔 

너무 많은 잠재력을 가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축물

이었고, 팔라우 거리에 가장 많이 보여 져야 할 건축물이라 

여겨졌다. 팔라우 거리를 찍으면 BAI 형태의 친환경적인 학

교, 집, 카페, 관공서 등이 들어서서 팔라우만의 매력을 지닌

거리가 찍힌 사진들로 가득하길 당시에 상상해보았다.

2018년 당시 인간이 만드는 환경재난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염병 등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던 때라 전 세계는 

친환경적인 연구와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팔라우는 2020년부터 5년 단위로 점

진적으로 팔라우에코랜드(Palau Eco Land, PEL)이라는 기치

하에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팔라우 정부의 노력은 

진정성이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친환경적 아이디어와 연구를

찾아내어 모든 영역에 실행하도록 정책화하였다. 당시 인구 2만

이었기에 빠른 실행을 펼칠 수 있었고, 각국의 친환경 연구단체

는 빠른 연구효과를 검증할 실험장소로 팔라우를 선택했다.

팔라우 정부는 영리하게 친환경의 기본 단위를 하나의 건축물

로 보았다. 이의 적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친환경적인 변화를 뚜렷히 이끌수 있었고 도시적으로도 확연

한 영향을 미쳤다. ▲Love Palau? Keep it Clean! 팔라우 연중 섬 정화활동 Annual Island Clean-Up (www.palaugov.pw)

당시 전 세계의 폐기물 중 40~50% 가량이 건축 폐기물이다. 

실제 건축물 수명은 점점 짧아져 중국에서는 25~30년 주기로

짧아졌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PEL 정책에서는 기본

건축물의 자재를 폐기하면 썩는 자재를 쓰도록 제한하였다. 

가장 오래가는 나무는 이미 오랜 연구를 거쳤기에 폐목을 이용

한 집성목과 다양한 구조체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버섯균사체로 만든 벽돌은 서민들이 가장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자재였다. 당시 2016년에 이미 버섯

균사체가 토양을 응집시키는 능력이 검증되어 있었고, 뉴욕

의 MOMA에서 버섯균사체 벽돌로 만들어진 파빌리온으로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연구가 더욱 활발하여져 누구

나 쉽게 가벼우면서강도를 보장하는 벽돌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때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심각한 

시기였는데,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고래와 거북이 

사체에서 나와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한 뉴스였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플라스틱의 대용품으로 

버섯이 연구되었고, 버섯포자가 물, 톱밥, 곡식 껍데기 등과 

섞어 틀에 넣어 두면 번식하여 건조하게 되면 틀 모양으로 

굳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벽돌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이다. 단열재 또한 애느타리버섯을 이용하여 물, 전분, 과산화

수소, 버섯포자로 만들어져 상용화되게 되었다. 특히, 버섯균

사체는 토양에 유출된 중금속과 기름 등 독소정화기능이 있어

서 팔라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데 

이를 이용하였다.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의 경고가 극에 달하던 2018년을 기점

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밀웜(mealworm)이라는 

애벌레를 키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밀웜의 위장에 존재

하는 박테리아들을 분배하는 효소가 스티로폼의 안정적인 

탄화수소 결합구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팔라우에서 밀웜의 위장에 있는 박테리아 실험을 검증하던 

환경과학자들은 드디어 바닷물에서도 플라스틱을 분해하여 

건강한 흙으로 돌아가도록 실험을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박테리아를 이용한 후속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플라스틱

으로 인한 오염 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지렁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좋은 

흙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팔라우 정부는 적극적

으로 각 가정과 공공시설에 흙이 담긴 지렁이 쓰레기통을 

나눠주었다. 

그 효과는 바로 드러나서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사라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에 남아

있던 음식물 쓰레기도 깨끗하여졌다. 재활용 공장은 더욱 

재활용비율이 높은 쓰레기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에서 가장 깨끗한 재활용쓰레기로 인정받아 외화벌이의 역할

과 국가 이미지 쇄신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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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가 필요 없는 팔라우의 바다는 아이들의 놀이터

22년 동안 찾은 팔라우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22년 전 2만 명이던 인구는 eco life를 지향하던 사람들의 이민으로 20만으로 늘었지만 오히려 그 때보다 더욱 자연적으로 인간과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인류는 언제나 답을 찾아낸다고 했던가?

멸종 동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멸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지구가 되어 가는 지금이 감사하다 새삼 느끼며

팔라우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각 가정에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설탕으로 만든 주방

세제를 쓰도록 했고, 아예 화학용품 주방세제는 마트에 들여

놓지 못하게 하였다.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대신에 과자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게 

하였고, 다이옥신을 잡아먹는 박테리아는 오염된 소각장과 

토양을 살리게 되었다.

인간의 똥은 또 다른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되었다.

2016년 최초 영국의 바이오버스는 똥에서 만들어진 메탄가스

25~45%의 에너지로 이용되었는데, 팔라우 공공기관 차량도 

그러한 에너지로 굴러가도록 하였다. 

팔라우에 축산 농가들이 늘면서 젖소에서 나오는 똥의 바이오

가스는 전기로 치환되었고, 소변에서 미생물 연료전기를 생산

하여 대규모 댐을 개발하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각 가정

과 건물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각종 바이오

전기로 충분히 전기를 쓰고도 남았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썩은 과일, 죽은 파리, 생활 하수, 오줌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미생물이 오줌에 

포함된 포타슘이나 소듐 성분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로 각 가정에 정화조

없이 소나무 톱밥으로 배양된 미생물이 오물과 분뇨를 처리하

도록 하였다. 화장실 당 약 1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 특히

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이용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공공건축물은 흰개미집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용하게 하여 

에어컨이 없이도 평균 24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건물들로 짓도

록 정책화하였다. 실제 그 아이디어의 적용은 이미 2010년경

짐바브웨 건축가 믹 피어스에 의해 수도 하라데에 에어컨 없는

쇼핑센터로 실행되었기에 이의 실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

었다. 대신 1층 공간을 모두 비워야하기에 모든 공간을 다 

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만 줄이면 되었다. 

가장 아래층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건물 꼭대기에 더운 공기

를 빼내는 수직 굴뚝을 여러 개 설치하고 두개의 건물 사이에

저용량 선풍기를 설치하였다. 건물 내부에 대류현상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PEL정책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항상 에어컨없이 24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곳곳에 건설하였다.

도시 곳곳에는 사각형 빗물받이 겸 연못을 만들고 분수를 만

들어 거리의 온도를 9도 정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

들이 보행하는 거리는 그늘이 이어지도록 건축정책을 펴서 

신축물이 지어질 경우 반드시 보행도로 쪽으로는 차양막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팔라우 정부는 각 건축물단위로 모든 에너지를 얻게

하면서 쓰레기를 다시 재생하고 분해하도록 하는 정책을 5개

년 단위로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그러자 팔라우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태적인 섬(ecological land)으로서 

사람이 자연과 가장 친하게 잘 살수 나라로 인지되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앞 다투어 친환경정책을 모방하는 모범적 국가가

되었다.

물론 관광객들도 몰려왔는데, 예전에는 환경을 망칠까 관광객 

수를 제한하여 허가하였다면 이제는 eco-life 자체를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다른 나라의 관광객

이 본인의 나라로 가서 적용해보도록 권장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정책들이 바뀌어지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바다도 놀랍도록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편리함이 정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자연과 더불

어 살게 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가장 작은 물고기와 동

물의 똥조차 귀하게 여김으로써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하나

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팔라우는 모

든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가르치니 그 어떤 

나라보다 윤리적으로도 건강한 국가로 브랜드마케팅을 할 수 

있었다. 



GW.PROJECT ARTWORK
: Save Our Souls
_

디자인 ∙제작 / 현박(디자이너, 작가)

팔라우에 방문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젤리피시레이크(Jellyfish Lake)에서의 민물 해파리와 함께하는 환상적인 수영.

안타깝지만 개체수 감소로 인해 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팔라우 답사를 마치고 제작한 이 작품은 물에 띄우는 수십개의 풍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개체는 

빛의 점멸로 에너지가 다 할 때까지 모르스 부호로 S.O.S. 신호를 보낸다. 

지속적인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그에 영향을 받은 해파리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는 어쩌면 해파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최후의 구조신호가 될 수도 있다.

Ever since I have seen a photo of a swimmer surrounded by thousands of freshwater jellyfish roaming around freely, it has become one 

of my dreams. The expectation of such dreams to come true,quickly turned into disappointment when I found out that Jellyfish Lake 

had closed due to declining jellyfish population from increased water temperature. We tend to think that nature has been in stasis, and 

it will be. Yet the unforeseen phenomena due to rapid climate change can easily be found with careful eyes. That occasional anomaly 

that we see now and then might be the silent signal for the irreversible outcome we may have to deal with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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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2018), 현박, 복합재료, 가변크기

Hyun Parke, Mixed media, variable dimensions

유탄지, 백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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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ROJECT
GOODS
_

디자인/이상진(하나투어문화재단)

팔라우의 환경적인 가치와 메시지를 상품에 담아 관광객들의 환경보존 인식을 개선하고 

판매수익은 환경보존에 쓰이도록 한다.

GW Goods / Magnet

front

15mm

25mm
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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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Goods / Door Knob Swing Tag

GW Goods / Name tag

front back

front frontback

fro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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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Goods / T-Shirt GW Goods / T-Shirt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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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 김홍탁 | 서홍원 | 박수현 | 박현진 | 윤승태 | 현 박 | 한정선 | 양재준 | 유탄지 | 민 수 | 김정민

▲팔라우 환경관계자들과의 미팅 ( 유탄지)



이 상 진 (하나투어문화재단 디렉터)

_

김 홍 탁 (하나투어문화재단 자문위원,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

_

‘KOROR STATE Rangers’가 되기를

필리핀 보라카이 섬이 한동안 문을 닫았었다. 태국 푸껫의 마야베이비치는 지금도 폐쇄 상태로 자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관광지의 몸살을 보면서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러던 중 팔라우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이 눈에 들어왔다. 

청명한 하늘 그리고 푸르디 푸른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융기하여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성이 사라진

락 아일랜드의 젤리피쉬까지 지구상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품고있다. 직항편이 생긴지 10여년, 소수의

스킨스쿠버 전문가들의 성지에서 세계인의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 수입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여유로워

졌다. 그러나 더 이상 젤리피쉬는 볼 수 없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변과 맞닿아있는 호텔들은 바다와 호텔사이의 담을 점점

더 높여야만 했다. 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여러 곳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코로주(Koror State)의 자연공원 

관리경찰인 레인저(Rangers)들이 매일 관광객이 붐비는 해변을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들을 한곳에 모으는 정도의 

노력일 뿐 근본적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또다시 위기감이 몰려왔다. 지금부터 무엇인가 해야했고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식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집단지성이 필요했고 마음과 뜻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의 진정성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이되고 어떠한 형태로

든 발현되어 1%의 변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진심이 레인저들만이 아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나누어 

‘KOROR STATE Rangers’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홍탁을 정의하는 다섯 단어는 Creative Solutionist, Keynote

Speaker, Writer, Mentor, Soccerholic 이다. 

광고, 브랜딩, 마케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고,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멘토링을 하고, 축구

를 하고 본다. Cannes Lions, One Show, LIA 등의 국제 크리

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 수상, 심사, 스피치 했다. 총 7권의 

저술 (마케팅 관련 6권+소설 1권)에 덧붙여 언젠가는 축구에

관한 글을 쓸 예정이다. 

Creative Solution Lab인 2kg의 Founder이고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다. 제일기획 마스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상진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을 앞두고 훌쩍 떠난 배낭

여행에서 돌아와 '여행'에 꽂혀 생전 처음 들어본 여행사의 

디자이너로 직장인의 삶을 시작했다. 그 후 브랜드 매니저로 

오랜 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CSR팀을 꾸려 새로운 길로 들어섰고

지금은 업계 최초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이전의 경험들은 CSR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충분했고 기업의

역량인 여행을 매개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이 아닌 직업이 중요한 시대에 한 직장에서 다양한 직업

으로 일하며 지금도 진화 중이다.

고마운 것엔 무조건 잘 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인간에게 상처받고 매번 자연에게서 치유 받는다. 울창한 메타세콰이어의 숲길을 걷거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고개 

내민 애기똥풀을 보며 분노를 내려 놓는다. 팔라우에서도 그랬다. 형형색색의 산호초 밭에서, 눈 앞에 오가는 별별 모양의 물고기

를 바라보다, 어느샌가 어깨에 내려 앉는 석양을 어루만지며, ‘그래, 이런 세상이 있다니..!’ 란 감탄이 흘러나왔다. 주로 지상에서 

살아 온 인간에게 바다 속 세계는 마냥 경이롭다. 

그 경이로움이 인간의 경박함으로 상처 받고 있다. 먹고 쓰고 버리는 일이 일상화 된 인간에게 먹거리가 되어주고 볼거리가 되어

주는 자연은 그저 일회용 소모거리다. 그 일회용 소모거리마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플라스틱이 떠 다니고, 형형색색의 산호

가 석화되고, 젤리피시는 자취를 감추었다. 인간은 인간에게 주는 상처도 모자라 자연에게도 상처를 준다. 다양하게 못된 짓을 

한다. 그리고 그 몹쓸 짓에 대한 죗값을 한 번에 몰아 받는다. 해일이 밀려 오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불타오른다.

팔라우에서 다시 한 번 느꼈다. 자연이 곱게 다가 올 때 잘하자. 내 눈에 아름다울 때, 내 맘에 안식을 줄 때 잘하자. 고마운 것엔 

무조건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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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 원 (영문학자)

_

둠스데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팔라우의 관광산업 육성과 환경보존의 불편한 공존관계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그대로 환유하고 있다. 획기적인 경제 발전 모델 

없이 팔라우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개발되기 전의 삶을 기억하는 원주민들에게 이곳은 천혜의 땅, 자급자족의 

땅이다. 허나 팔라우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섬은 삶의 터전이 아닌 족쇄이다.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꿈의 땅 미국으로 떠나고 남은 

친구들은 점점 마약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은 무한한 자원인 청정 자연의 관광용 개발일 수밖에 없고, 탐방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감탄하면서 즐길 만큼 우수한 관광 자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방문한 우리조차 남겨놓고 온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답이 

둘인데 답이 없다. 어느 어두운 연구소에서 플라스틱을 완전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되거나 미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탄소배

출을 줄이는 법령을 강제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친환경 삶을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해서 쓰레기와 폐기물을 최소화하면 둠스데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고 문제의 양에 

비해 해답은 노답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봉지, 빨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작은 출발부터 하지 

않으면 정말 노답이 아닐까?

내일은 텀블러 잊지 않고 가방에 챙겨야겠다.

서홍원은 세상을 잘 모르는, 교육만 잘 이뤄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믿는 로맨티스트이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서

수업 시간에 기존의 생각을 답습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의 초중

등교육에 대해 좌절한다. 제일 기억되고 싶은 것으로는, 연세

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초대 RC교육원장으로서 공부만 했던 수

재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지 일깨우려고 

노력했던 2년 반을 내세우고 싶다. 대학영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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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현 (수중포토저널리스트)

_

 

박수현은 2,150회의 잠수경력이 말해주듯 전문 스쿠버 다이버

이자 현직 기자이다. 그의 바다 여행은 1988년, 한국해양대학교

스쿠버 다이빙 팀인 아쿠아맨을 창단하면서 시작되었다. 

1994년 'Underwater Photojournalism' 구축을 목표로 <국제

신문>사에 입사한 뒤 굵직굵직한 수중취재결과물로 한국신문상

등 기자상을 28회 수상했다. 우리나라 전 연안은 물론이거니와

남극과 북극을 비롯해 세계 30여 국의 바다를 탐사해온 그는 

바다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8번의 개인전, 10권의 책을 남

겼으며, 아직 못 풀어낸 바다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들의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자격

팔라우는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대항해시대라는 미명(美名)으로 분식(粉飾)된 서구의 식민지 침략의 희생양이 되어 

1574년 스페인령 동인도에 포함됐다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후에는 독일에 팔려 독일령 뉴기니에 속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연합국에 속했던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태평양전쟁 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신탁통치를 받다가 1994년 독립

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팔라우를 찾은 12만 2000명의 관광객

가운데 5만 5000명이 중국인이었다니 인구 2만의 팔라우 입장에선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다. 

그런데 팔라우가 대만과 단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집 잡은 중국이 2017년 연말부터 팔라우 단체관광을 금지 시켰다. 이에 토미 

레멩게사우 팔라우 대통령은 “관광객 숫자는 팔라우의 주요 수입원이 아니며 우리는 관광의 양이 아니라 질을 선택한다”며 중국

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오랜 세월 강대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왔던 팔라우의 행보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팔라우가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당장은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일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려 왔던 관광객들은 “신들의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팔라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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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진 (건축가)

_

윤 승 태 (지구환경과학 박사)

_

‘지구를 위한 건축’

2018년 4월의 어느 날, 1학년 설계 강의 도중 쉬는 시간에 반가운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팔라우’ 라는 생소한 섬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6월 말이라는 스케쥴. 즉,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팔라우를 탐방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모으는 여행을 하나투어에서 주관하는데 건축가로서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전화였다.

그리고, 그 전화 한통은 당시 약간은 ‘인간만을 위한 건축’에 회의적이었던 나를 ‘지구를 위한 건축’이라는 확장된 세계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예전부터 연구되고 적용되어 왔던 ‘친환경 건축’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면, 이제는 인간을

위한 건축물도 불편해도 지구의 일부의 역할로 방향 전환해야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 모든 자연이 그러하듯 ‘썩는 건축’

이어야함을. 어쩌면 전혀 새로운 길, 희미하여 잘 보이진 않지만 더디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열려 있으리라.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귀한 벗이 된 분들. 그들의 넓고 해박한 지식의 세계를 엿보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시간으로 새겨진 보석과 같은 시간들. 그러한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하나투어에 무한한 감사를 돌린다.

 

윤승태는 바다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연구

하는 사람이다. 학위 과정 동안에는 동해의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를 하여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누리

기도 하였다. 현재는 극지연구소 해수면변동예측

사업단의 일원으로 남극 빙하가 남극 주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팔라우 어벤져스팀의 경험이 미천한 젊은피로 현재

소개할 내용보다 앞으로 소개할 것이 많을 연구자가 

되고자 한다. 

박현진은 호기심이 많다. 어릴 때부터 그리기, 만들기, 숫자, 상상하기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통합한 직업으로 건축가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 받는 건축환경이 되어야함을 믿기에 2006년 따뜻한 세상을

위한 건축, '온건축디자인/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를 오픈한다. 특히 달동네

공동체에 대한 프로젝트로 2012년 센떼띠엔느 비엔날레 서울시 대표작으로

초대되어 전시되기도 하였고, '세운상가옥상'등 낡은 건물이 살아나는 다수

의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년째 강아지를 키우면서,

동물과 환경의 영역에 눈을 뜨게 되어 지금은 '인간만을 위한 건축'에서 

'지구를 위한 건축'을 하고자 관심을 넓혔다.

현재 홍익대 겸임교수로 12년째 학생들과도 신선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다.

더 많아질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인류

처음 하나투어문화재단으로부터 GW,PROJECT 해양/기후 변화 전문가로서 참여를 요청 받았을 때는 해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다. 전문가 혹은 박사라는 호칭이 어색할 때였고 더 나은 학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기에 GW.PROJECT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이 프로젝트

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후회를 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음을 의심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큰 환영을 해준 우리 11명의 어벤져스(?)급의 전문가 분들 덕분에 많은 워크샵과 두 번의 

팔라우 탐방이 모두 행복하고 또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공부해왔던 해양학 지식들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 이슈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인류는 이에 대응하여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GW,PROJECT가 다양한 

나라에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진행될 GW,PROJECT에 해양/기후 변화 전문가로 참여하여 환경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해결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 관련

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하나투어문화재단에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대외 홍보 활동의 목적으로 GW,PROJECT 참여를 

흔쾌히 지원해주신 극지연구소 관계자분들께도 글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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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박 (디자이너, 작가)

_

한 정 선 (브랜딩 & 홍보마케팅 브릿지빌더)

_

자연의 본 모습을 상기하는 기회

2018년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한국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극한의 날씨를 겨울과 여름에 걸쳐 경험하는 특이한 한 해였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얼마나 될까.

어렸을 적 스모그나 수질오염 수준의 국지적인 문제였던 환경오염은 이제 큰 희생 없이는 손을 쓰기 어려운 정도로 거대해져 

우리 앞에 무겁게, 해결을 종용하며 놓여 있다. 그러나 목전의 거대한 문제일수록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행동을 

요구하게 되며 오히려 문제가 일상화 되어, 우리는 기후변화를 당면했지만 당연한 변화로 느끼게 된다.

GW,PROJECT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너무도 아름다운 팔라우의 모습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본 모습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신경 써 주신, 그리고 앞으로 더욱 써 주실 하나투어와 하나투어문화재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한정선은 홍보전문가이자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브릿지빌더이다.

대학 시절부터 방송작가활동을 시작해 여성지기자와 포털사이트

총괄본부장을 거쳐,

현재 18년간 홍보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피움컴퍼니의 대표이다.

클라이언트들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위해 늘 

소통하며, 현재는 녹십자의료재단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해양

수산부, 노인의료나눔재단 등의 PR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업'을 비전 삼아

대외적으로 대학강연과 홍보컨설팅 활동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여성 기업인이다.

현박은 사물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이 많아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계장치와 코딩을 이용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을 만드는 

작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 2018 등에서 

전시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Zer01ne 1기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는다

2018년을 정리해보니 GW,PROJECT가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 한해 였다. 리더인 김홍탁선배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안했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뻔 했다. 팔라우는 내게 선물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워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사람들조차 팔라우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상냥했다. 그렇기에 그 이면의 모습들이 더 안타까웠는 지도

모른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는 팀웍. 한국에서조차 심각성을 몰랐는데 팔라우를 다녀오고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폐기물처리장과 한 켠에 마련된 공방에서 폐유리 업사이클링 작업에 몰두하던 청각장애인 청년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팔라우 그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려면 우리부터 달라져야 함을 깨닫는다.

한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는다. 보이지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와 환경을 위해 애써주신 하나투어문화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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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재 준 (비디오그래퍼)

_

유 탄 지 (포토그래퍼)

_

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의 변화

팔라우의 투명한 바다는 수 많은 섬들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고 특히 노을이 반사된 황금빛 바다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이러한 팔라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팔라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굉장히 진지하고 철저했다. 절로 주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자연환경은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환경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들. 이 작지만 큰 변화는 습관처럼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큰 행동의 

변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행했던 멋진 팀원들. 그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유탄지는 다음과 같다. 필름. 암실. D-76. 렌즈. 카메라. 백업.

모자. 에곤 쉴레. ulrich schnauss. 담배. 연기. 재떨이. 맥주와

진토닉. 플라톤. vincent van de wijngarrd. 어쩔 수 없는 

SNS. 매거진. 패션. 돈. 현장. 작업. 개인작업. fine art. 클럽.

irving peen. 바다. 템플 스테이. 크리스토퍼 놀란. 여행. 모자.

백팩. 숄더백. 가방. 장비. 짐벌. 필터. 흔들림. 노이즈. 고화소.

high iso. 사업. 운영. 대화. business. 비행. 기내식. 아메리

카노. 초코렛. 바닐라.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기획. 작업. 아티스트. courtney roy. 코엔 형제.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알폰소 쿠아론. 기호학. 기표와 기의. 철학. 예술.

beyond the text. 언어. 대화. 영어. 스페인어. 국어. 한국의

철학. 한국의 예술. 여백. 선. 점. musique. technique. 영감.

논리. 비전. 시각. 촉각. 함축적. 소리. 음악. 드니 빌뇌브. 

다크 나이트. 칼라. 파스텔. 흑백. 포토그래퍼.

양재준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영상제작을 하는 비디오그래퍼이다.

어릴 적,

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비디오

카메라를 갖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즐겨 보았다. 

현재는

여러가지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그 중, 스케치 

촬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팔라우의 냄새

공항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하네다공항의 냄새가 습자지와 비슷하다면,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도시와 새 건물의 냄새가 있다.

팔라우의 공항에 도착한 것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 이것이 이곳의 냄새구나 

싶었다. 물기의 냄새와 고온의 냄새가 잘 버무려진, 동시에 공항에서 조차 맡을 수 있는 인간적인 냄새. 더욱 놀란 것은 그 냄새가

팔라우의 모든 곳에서 났다. 팔라우의 어디를 가더라도 짙게 배어 있었기에 공항 혹은 도시와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두지 않는 

이 곳이 팔라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독립문과 샹젤리제 거리에서 맡을 수 

없었고, 히드로의 냄새가 피카딜리에서 맡을 수 없었지만, 팔라우의 경우에는 달랐다. 하나의 냄새가 끝까지도, 그리고 어디

에서나 유지되었다. 동시에 인간적이고 호감을 주는 냄새였다. 처음 맡았을 때부터 서울로 돌아와 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까지 팔라우의 냄새는 강렬한 호를 나에게 쭉 선사하고 있다. 신기하다. 촬영을 하다가 손바닥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는 상처를 입었거니와(그것도 바다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땀과 에너지를 요구했던 그 팔라우인데 말이다. 어쩌면 그 

반대급부로 나에게 많은 좋은 기억을 선사했기에 지금까지 좋은 냄새로 유지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여행으로 갔던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자연, 군더더기 없는 사람들의 행실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들이 처해있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와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태도, 불만을 나타내려고 하기 보다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 말이다.

자, 짧은 기억을 반추했으니 다시 글을 이어나가겠다. 팔라우에서 나는 각 분야의 최고급 전문가분들과 함께 했다.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내가 이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부터, 그들이 범 지구적인 

환경 오염과 플라스틱 사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에서 적잖이 놀랐다. 환경 오염과는

쉽사리 연관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환경 오염을 해결하려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참 초라하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다. 아울러, 나도 그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내 나름대로의 노력

을 기울였고, 더욱 열심히 나의 맡은 바를 이어 나가려고 애를 썼다. 어쩌면 팔라우의 영토가 작기 때문에 동시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냄새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한 기후와 바다의 내음을 온 나라 구석구석 받아들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팔라우에서 하나의 냄새를 일정하다고 그리고 지극히도 인간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라우를 방문했던 우리 모두가, 아울러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성심성의껏 

도와준 팔라우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 두서없는 글이다. 에필로그니 근사한 글 보다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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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수 (트래블스타앤마케팅 과장)

_

김 정 민 (하나투어 사회공헌 담당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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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는 공군부사관 항공 정비사를 10년간 하고 중사로 전역

했다. 

그후엔 바다와 자연이 좋아서 여러 나라에서 다이빙 강사뿐만

아니라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오지 나라에서 유유자적하며 정착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으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또 다른 고민에 직면했다.

나의 열 걸음보단 모두의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해양 환경정화 활동과 산호초 보호 등의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천국을 엿볼 수 있는 여행

팔라우에 온 고객들에게 건네는 첫 질문은 바로 팔라우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간극장에서 소개된 ‘팔라우 

미스터킴’ 아저씨를 보고 오고 싶었다는 분, 팔라우 원주민과 결혼한 한국인 제시카의 ‘내 남편은 죠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왔다는 분도 있었다. 팔라우에는 한인이 100명 정도 거주한다고 하는데 그 중 아는 사람을 꼽는다면 절반 정도 된다. 

나는 팔라우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친구의 권유로 인연을 맺게 됐다. 그리고 오랜 시간 팔라우에서 가이드로

일하며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곳에 머무를 5일간 천국을 엿볼 수 있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 호언장담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새삼 그립다

‘무지개의 끝’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그려진 동화를 기억하는가. ‘Goodwill for the world’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무지개의 끝(Where the Rainbow Ends)’이라고 불리는 팔라우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나같이 다정했던 그들 각각은 팔라우 자체였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김없이 ’알리(Alii, 안녕하세요)’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던

손짓, 태평양을 놀이터 삼아 자유롭게 다이빙하고 모래사장에서 숨을 고르다가 이방인의 하이파이브를 수줍게 받아준 아이들, 

팔라우의 전통을 전하던 에너지 넘치는 춤과 노래 그리고 적도의 태양을 닮은 미소, 폐기물처리장 한켠에 마련된 공방에서 폐

유리 업사이클링 작업에 몰두하던 청각장애인 아티스트의 표정, 언제부터인가 바닷물이 육지로 조금씩 밀려들어와 타로농사가

힘들어졌다며 근심하던 눈동자, 해안가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이제는 풀타임잡 수준이 되었다는 한숨 섞인 농담, 그래서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팔라우프로젝트팀의 단호한 목소리. 자연을 벗삼아 삶을 영위해온 그들의 역사와 생활방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를 말해준다. 

팔라우가, 아니 그들이 새삼 그립다. 술랑(Sulang, 고맙습니다)

김정민은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에서 공익사업과 캠페인, 광고

홍보를 기획했다. 

대학시절 한쪽에서 글과 사진을 다루며 수면아래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났고,

이후 몇 번의 장기여행을 계기로 '나'에서 '우리' 그리고 '지역

사회'로 점차 시각을 확장했다. 

여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 하나투어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다. 

언젠가는 세계 저편에서 지역의 자립과 문화교류를 위해 잘 

쓰이고 싶은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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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차창에서 바라본 팔라우의 저녁  |  ² &³ 팔라우의 투명한 자연 그 자체

( 유탄지)

¹ 노을을 감상하고 있는 팔라우 청년  |  ²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폐차  |  ³ 폐기물처리장(SWM)에서 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팔라우 주민

( 유탄지)

1

2

3

1

2

3



GW Project  | Volume. 1 Now in Palau  |  87

¹ 대통령궁 앞에서 GW.PROJECT 참가자들과  |  ² 대통령궁 한쪽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팔라우 소녀  |  ³ 벨라우 국립박물관 내부

( 유탄지)

¹ 팔라우퍼시픽리조트(PPR)의 데크  |  ² 팔라우 바다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  |  ³ KB다리(Koror-Babeldaob Bridge)

( 유탄지)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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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² 한국인 희생자 추념공원 입구와 공원 내의 추모탑  |  ³ 팔라우댐 입구

( 유탄지)

¹ 팔라우 반수면 풍경  |  ² 국가보호종인 대왕조개

( 박수현)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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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나폴레옹피시  |  ² 블루홀 입구

( 박수현)

¹ 블루홀  |  ² 상어

( 박수현)

1

2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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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부채산호  |  ² 산호

( 박수현)

¹ 황금해파리  |  ² 솔저피시  |  ³ 블루라인스내퍼

( 박수현)

1

2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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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전갱이  |  ² 바다거북

박수현)

¹ 매가오리  |  ² 만타가오리

( 박수현)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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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Visitors Authority

Koror State Government

Koror State Rangers

Palau International Coral Reef Center

Palau Environmental Quality Protection Board

Solid Waste Management

Palau Conservation Society

Office of Climate Change

Koror State Rangers



www.
hanatour
foundat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