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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을 내면서
호놀룰루전략은 2011년 3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제4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가 2000년에 열렸으니 11년 만에 개최
된 셈이다. 제4차 컨퍼런스 이후 태평양의 쓰레기 지대 발견 등으로 해양쓰레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전까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주관으로 열리던 컨퍼런스가 제
5차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공동 주관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세계인
들의 달라진 관심을 반영하였다.
제5차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400여명의 연구자, 공무원, NGO 등이 참가하
여 10여 년 동안 진행된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 정책, 교육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발전
전망을 논의했다. 이 컨퍼런스의 핵심적인 성과물로 호놀룰루 전략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절
차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
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했으며, 300명에 달하는 모든
발표자들에게 자신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호놀룰루 전략에 반영하고 싶은 우선 과제 3가
지를 제안하도록 했다. 모든 세션의 의장과 보고위원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
고, 참가자 대상 설문도 진행했다. 사전행사로 호놀룰루 전략 작성을 위한 별도의 워크숍이
열렸는데 번역자 중 홍선욱과 이종명이 참가하여 개념모형과 인과사슬을 활용한 정책 개발
작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에 호놀룰루 전략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호놀룰루 전략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컨퍼
런스의 주요 연설자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은 총알(silver
bullet)’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신 호놀룰루 전략은 각 지방, 국가, 지역해 그리고 전
지구적 범위의 국제기구들까지 해양쓰레기의 양과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가 바다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치울 것인
가 보다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호놀룰루 전략을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부처 및 기
관 핵심 관계자들, 해양쓰레기 활동 민간단체들, 학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왔다. 지
금은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고 있고 이제 제2
차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에서 호놀룰루 전략이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어판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영어 원문 자체가 워낙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글로 옮기는데 어
려움이 많았다.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를 했지만 어색하거나 이해
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읽으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더 나은 번역본으로 수정해 나가고 싶다.
호놀룰루 전략은 하나의 좋은 요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활
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을 활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많은 분들이 이 작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31일
번역자를 대신하여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홍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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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호놀룰루 전략은 전 세계의 과학자, 공무원, 시민단체의 도움과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유
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의 전 과
정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 주었다. 유엔환경계획의 기술 자문인 시바 쉬블리
(Seba Sheavly) 박사는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호놀룰루 전략의 초안을 개발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전문가와 실무자들로부터 자료를 모아 주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술 자
문인 키티 커트니(Kitty Courtney) 박사와 존 팍스(John Parks) 씨는 사전 워크숍을 통해
호놀룰루 전략틀을 개발하고 다듬었으며, 호놀룰루 전략의 초안과 확정본을 만들기 위해 컨
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평가를 추가하였다. 초안은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의 운영
위원회가 검토했으며, 검토와 비평을 받기 위해 컨퍼런스 참가자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이
전략 개선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준 개인, 단체에게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목표를 제로로 설정
하기, (2) 통합 폐기물 관리, (3) 생산자 책임제도 등이다. 이러한 영역은 분명히 해양쓰레
기 문제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해양대기청은 일차적인 문서 초안
작성자로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호놀룰루 전략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목표를 제로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놀룰루 전략은 하나
의 틀일뿐이므로 목표 설정을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각국 정부는 필요와 능력에 기초
한 자신들만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호놀룰루 전략은 각국 정부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자
신의 고유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호놀룰루 전
략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이를 위해 기금을 모
아 사용하는 국제협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2) 통합 폐기물 관리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지극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통합 폐기물 관리는 호놀룰루 전략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제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한 노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생산자 책임 제도는 더 큰 문제이다. 다양한 수준의 논쟁 때문에 이를 자세히 다루
는 것은 호놀룰루 전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예방과 감축에 적용되
는 것을 넘어서서 몇 단계에 걸친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호놀룰루 전략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
다고 결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놀룰루 전략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지구, 지역, 국
가 차원의 과정에 수반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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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쓰레기 문제는 규모면에서 범지구적이며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에 유입된 고형 인공물, 제조물 또는 가공물을 의미한다. 해양쓰레기는
그 투기 의도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크기의 쓰레기를 포함한다. 해양쓰레기에는 플라스
틱, 금속물질, 유리, 콘크리트 또는 다른 건축물질, 종이나 마분지, 폴리스티렌, 고무, 섬유,
목재, 그리고 군수용품, 석면, 의약 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해
양쓰레기는 최종적으로 해양에 유입되는 위해성 오염물질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해양쓰
레기는 육상 또는 해양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해양쓰레기는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복잡
한 문화적 문제이며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쓰레기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려는 포괄적이고 범지구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 틀이다. 이것은 다
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각 국가에 특화된 해양쓰레기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의 도구
• 모범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참고 자료
•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

호놀룰루 전략은 하나의 기본 틀일 뿐이다. 이것은 국가, 지방 정부, 업계, 국제기구 등
이해당사자의 활동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범
지구적인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 정부, 정부간 조직, 그리고 민간 부문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지구, 지역, 국가, 지방-수준에서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호놀룰루 전략은 목표 지향적 체계인데,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을 줄이고 이미 해양에 유입되어 축적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줄인다는 세
가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ES-1). 호놀룰루 전략은 개념
모형과 인과 사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1년 3월에 열린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
퍼런스가 호놀룰루 전략의 촉매 작용을 하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과 전 세계의 이
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 자료들이 일종의 입력 데이타로서 호놀룰루 전략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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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S-1>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호놀룰루 전략
목표

전략
A1: 해양쓰레기의 영향 및 고형쓰레기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라.
A2: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장 메카니즘을 실행하라.

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A3: 폭우시 수로 유입 쓰레기 감소를 위한 모범사례를 실행하라.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관리를 위해 법률을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발생량과

A5: 수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정책을 강화하라

영향 감축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제정책 준수를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
링하는 능력을 강화하라.
A7: 해양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해변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라.
B1: 해양쓰레기의 영향, 예방, 관리에 대해 해양 이용자들에게 교육을 실시
하라.
B2: 해양 투기를 감축하기 위해 쓰레기 최소화와 적절한 선내 보관 및 항

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구 처리 시설 등을 개발하고 강화하라.
B3: 선박 방치와 화물이나 어구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계의 모범
사례를 개발, 실시, 강화하라

발생량과

B4: 폐어구의 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량 어구 사용을 권장하라.

영향 감축

B5: 해상 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요구조건을 실시하라.
B6: 국내 법률과 국제 협약의 준수를 강화하고 그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능력을 강화하라.
C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수거 사업 전략에 대해 교육하라.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C2: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라.
C3: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
C4: 폐어구 및 기타 대형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
고 실시하라.
C5: 해양쓰레기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지방적 체계를 수립하라.
C6: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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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해양쓰레기는 유입 원천을 불문하고 해양 환경에 유입된 고형 제조·가공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강물이나 하수를 통하여, 폭풍우시 혹은 파도나 바람에 의해 바다나 해변에 유입
된 모든 물질을 포함하며, 크기에 상관이 없다. 해양쓰레기는 해상 및 육상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규모면에서 전 지구적이며 영향 면에서 국제적이다. 어떤 면에서 이
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해양쓰레기는 실체가 있으며 주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이를 복잡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해양쓰레기의 성
격, 양,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요소들이 여럿이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이다.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단일한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다. 사실 해양쓰레기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복잡함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전략적이어야 한다. 해양쓰레기 정책이 성공하려
면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협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수 십 년간 해양쓰레기 문제에 맞서 싸워왔으며 뚜렷한 발
전이 있었다.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호놀룰루 전략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노력들
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새로운 노력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한다. 이 전략은 어떤 국가나
조직, 그룹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과 다양한 수
준의 체제하에서 수행되는 행동들을 지원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호놀룰루 전략은 다
음의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방면의 총체적 대응 소개 및 촉진
• 해양쓰레기 대응 전략 이행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향 제시

2011년 3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는 호놀룰루 전략 작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회의에 앞서 4회까지의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권고 사항을
분석하여 반복되는 주제를 간추렸다. 그리고 호놀룰루 전략의 초안 내용과 구도를 짜기 위
해 전문가 실무 그룹을 구성하였다. 실무 그룹 구성원들은 전 세계의 해양쓰레기 관계자들
의 도움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과 계획을 파악하였다. 호놀룰루 전략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컨퍼런스에 앞서 참가들에게 배부되었다.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전략에 통합시키기 위해
컨퍼런스의 이전, 컨퍼런스 기간 중, 이후 과정을 통해 수많은 메카니즘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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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놀룰루 전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호놀룰루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생태적·경제적인 영향과 인간의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을 위한 체계이다. 이 체계는 특수한 상
황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전략들이다.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쓰레기의 위협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세 가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각 목표는 여러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3장 참조). 각각의 전략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개념 모델과 인과 사슬(FOS 2007, 2009; Margouis et al. 2009)이 호놀룰루 전략을 위
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개념 모델은 이해관계자들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인식하
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개념 모델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위협 요소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을 다이아그램으
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선내에 쓰레기 보관소가 없거나 항구 수용시설이 없다면 바다에
쓰레기를 투기1)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간접적인 위협 요소들로 인해 바다의 플라
스틱 쓰레기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 요소들이 생긴다. 직·간접적인 위협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전략들에는 인식 증대, 적절한 쓰레기 보관소 설치 및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 있다.
인과 사슬은 전략과 중간 결과, 목표 달성까지의 인과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과관계의 고리들은 일종의 가정으로서 각 전략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선내 쓰레기 보관소 설치나 항구 수용시설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편리
한 대안을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 등은 중간 결과의 사슬로 연결될 것이다. 저비용
의 편리한 보관소나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 이러한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
고, 이는 적합한 폐기물 처리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전략들과 더불어 사용하면 이것은 쓰
레기의 해양 투기 관련 법률 위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바다에 쓰레기 유입을 줄이 편될
것이다. 부록 2에 제시된 인과 사슬에는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적
목표도 포함되었다.
인과 사슬 조별로 전략들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도 제시되었다.
연구, 평가,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양쓰레기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각 전략별로 효과적인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특정한
영향과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적합한 파트너 결정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할 지리적
1) 본 문서에서 ‘투기(dumping)’는 런던덤핑협약의 정의보다 폭넓은 의미로 ‘바다에 버려진다’는 뜻임.

- 8 -

규모와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간 결과와 위협이 감소했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평가,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2장 2절에서 논의된
다. 인과사슬은 잠재적 지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협의 감소와 관심 영역의 상태에 대한
연구, 평가, 모니터링과 연결시켜 준다.
호놀룰루 전략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획과 실행이 달라질 것이기 때
문에 구체적인 해양쓰레기 감축 목표나 사업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30년까지는
호놀룰루 전략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호놀룰루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호놀룰루 전략은 과학자, 공무원,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서로 활동을 공유하며 배울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해양대기청은 해양쓰레기 정책
을 개선하고 하와이 해양쓰레기 행동 계획(Hawaii Marine Debris Action Plan)과 같은 지
방 정부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호놀룰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2012년 1월 25-27일에 열린 “육상 기인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한 지구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제3차 정부간 평가 회의에서, 호놀룰루 전략을 회
원국과 기구들이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틀로 소개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65개국 정부와
유럽 연합은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승인한 호놀룰루 위원회와 호놀룰루 전
략의 관계를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이나 사업을 찾기 위해 모
든 이해당사자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이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발
전시킬 해양쓰레기 국제 파트너쉽의 설치를 권고했다. 유엔환경계획의 해양쓰레기 관련 활
동들은 국제 파트너쉽의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목표,
전략들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
여준다. 게다가 유엔환경계획은 호놀룰루 전략을 실행한 이후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얻
어진 교훈, 정보, 기법들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호놀룰루 전략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도구
• 협력, 모범사례 및 교훈 공유를 위한 참고서
•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

호놀룰루 전략은 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호놀룰루 전략이 정부나 지자체, 업계, 국제기
구 등의 정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범지구
적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제공한다. 호놀룰루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 단체,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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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제의 이해
해양쓰레기는 전 세계의 해양과 해안 환경, 인간의 활동과 깊이 연관된 복잡한 문화적
문제이며 많은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비
용을 요구한다. 해양쓰레기로 야기된 문제는 광범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정책,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 디자인, 소비자의 선택, 어업이나 선박 기인에서 나
온 사고로 인한 유실 또는 고의적인 투기,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그리
고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양쓰
레기 정책의 목표는 반드시 측정가능하게 수립해야 하며 그 목표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즉,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려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이 연도
별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해양쓰레기를 둘러
싼 문제들에 대한 요약과 해양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의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해양 생물종과 이들의 서식처, 경제적 건전성, 인간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2.1 해양쓰레기의 영향
육상이나 해상 기인의 플라스틱, 고형 폐기물, 유실된 화물, 폐어구, 버려지거나 방치된
선박은 해양이나 연안 생물종과 서식처, 경제적 건전성, 인간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
책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2.1.1 생태적 영향

(1) 해양동물 얽힘 피해
여러 형태의 해양쓰레기에 해양 야생동물들이 얽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해양쓰레기에
얽히면 해양 동물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기아, 질식, 열상, 감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일어난
다. 얽히는 문제는 해양 이용자와 해양 동물의 세대를 넘어 발생한다. 어망, 줄, 통발, 포장
끈, 폐어구 등에 얽히거나 갇히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유실되거나 버려진 덫은 당초 대상
이던 종이나 그 외의 종들도 계속 포획한다(Guillory 1993; Matsuoka et al. 2005). 미국
체사피크 만의 통발 수거 사업에서는 18,000개가 넘는 통발에 14,000마리의 오리, 거북,
물고기들이 걸린 채 수거되었다(Haven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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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동물들이 얽힌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고무목줄에 걸린 북방 물개(northern
fur seal)가 1944년 처음 발견되었다. 1948년이 되어서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청 생물학
자들은 이 고무목줄이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알류산 공습에서 사용한 식량투하가방의
잔여물인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프리빌로프 제도의 정화사업에도 불구하고 북방 물개가 해
양쓰레기에 감기는 사례가 계속 관찰되었다. 예로 북방 가넷(northern gannet)은 둥지 재료
로 플라스틱 쓰레기, 그 중에서도 주로 합성 로프를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8년 동안 525건
의 얽힘 사례가 발생했다(Votier et al. 2010). 북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6년에서 2002
년 사이에 70킬로미터의 해변에서 290마리의 바다 거북이 버려진 망에 얽힌 채 발견되었다
(Kiessling 2003). 얽힘 사고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하와이 몽크바다표범(Hawaiian monk
seal)(Donohue and zfoley 2007), 오스트리아 바다사자(Australian sea lion)와 뉴질랜드
물개(New Zealand fur seal)(Page et al. 2004), 청백돌고래(bottle nose dolphin)(Barco
et al. 2010), 브라질 아구 상어(Brazilian sharpnose sharks)(Sazima et al. 2002), 검은
상어(dusky shark)(Cliff et al. 2002) 등 다른 동물들에서도 보고되었다.
미국 해양 동물 위원회에서 1998년에 출판한 보고서에 따르면, 136마리의 해양 동물 종
들이 얽힌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에는 7종의 바다거북 중에서 6종이, 312종의 바다새
중 51종이, 해양 포유류 32 종이 포함되어 있다(Marine Mammal Commission 1999). 세
계자연보존연맹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록된 120종의 바다 포유동물 중 54종(45%)이 해양쓰
레기를 삼키거나 이에 얽히는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해양동물의 해양쓰레기 삼킴 피해
해양쓰레기-원래 작은 크기이거나 부서져서 작아진 조각들-를 삼키는 것은 많은 해양
동물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많은 문헌들이 플라스틱을 삼키는 바다새들의 사례와
그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새들이 플라스틱이 떠 있는 바다 표면에서 먹이를 찾기 때
문이다(Auman et al. 2004; Baltz and Morejohn 1976; Blight and Burger 1997). 하지
만 바다거북(Barreiros and Barce Ms 2001; Bjorndal et al. 1994; Tomas et al. 2002),
해양 포유동물(Baird and HoBler 201;; Beck and Barros 1991; Walker et al. 1997), 어
류(Boerger et al. 2010;

Eriksson and Burton 2003), 상어(Cliff et al. 2002)도 해양쓰

레기를 삼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풀머슴새(northern fulmar)의 연구에서는 2003년에
서 2007년까지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1,295마리의 바다 새들 중 95%가 위장에 플라스
틱이 있었다. 이 새들의 위장에는 35가지의 플라스틱이 있었고 그 무게가 31g이었다(van
den Brink et al. 2011).
불활성의 소화되지 않는 해양쓰레기를 삼키면 입, 소화관, 위장 벽에 물리적 장애가 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rraik 2002). 식도를 막으면 먹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해 영양
실조를 일으켜 굶어 죽게 될 수 있다(Pierce et al. 2004). 레이산 알바트로스 새끼새의 몸
무게와 이 새들의 모래주머니에 있는 플라스틱 양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 11 -

보고되었다. 인과 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을 삼키면 가상의 포만감을 가
져와 물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고 먹이 섭취를 멈춰 천천히 죽을 수 있다(Auman et
al. 1997). 게다가 소화되지 않는 물질의 축적은 영양분 섭취를 줄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적게 얻게 되는데 이는 부화된 붉은 거북(loggerhead)과 새끼 붉은 거북(logggerhead)에서
보고되었다(McCauley and Bjorndal 1997).

(3)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는 햇빛 차단, 표면 손상, 마모 등을 통해 해양 서식지를 변형, 붕괴, 파괴시
킬 수 있다. 산호초는 폐어구에 의해 부서지고, 비닐봉지나 천 또는 판지로 뒤덮일 수 있다.
하와이에서 낚싯줄의 영향과 죽거나 부서진 산호초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Asoh
et al. 2004). 또한 폐어구-특히 어망-는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산호초 서식지의 손상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onohue et al. 2001). 쓰레기는 또한 퇴적물 내 또는 표면
서식 생물집단을 방해할 수 있다. 연안지역에서 쓰레기의 영향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연
구에 의해 밝혀졌는데, 쓰레기로 덮인 식물군이나 동물군이 쓰레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유
기물 구조와 상당히 달랐다(Uneputty and Evans 1997). 예로 바다에 투기된 고형폐기물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거나 폭풍우에 의해 유입되어 저서 서식지를 덮을 수 있다. 이는 해양
동물들의 정상적인 서식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2004).
계속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면 해양과 해안 서식지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Natural
Rearch Council 2008).

(4) 화학물질의 이동과 먹이 사슬의 연관성
어떤 형태의 해양쓰레기-예로 플라스틱-는 수중에 환경오염물질로 존재하는 오염물을
흡수하고 농축시킨다. 폴리염화비페닐(PCBs)과 유기염소계 농약이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서 검출되었다(Colabuono et al. 2010). 태평양에서 수집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레진 펠릿과
마찬가지로 디디티와 방향족 탄소화합물 그리고 지방족 탄소화합물과 같은 난분해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Rios et al. 2007).
화학 오염물질들은 육상과 수중 먹이 사슬에 즉각적 또는 지속적인 위협을 준다. 폴리염
화비페닐과 디디티 같은 오염 물질은 내분비 교란물질이고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졌다. 태아기나 어린 단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야생동물이나 인간들에게 돌
이킬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Colborn et al. 1993). 이같은 오염 물질들이 야생동
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더 있다. 예로 미드웨이 환초(Midway
Atoll) 지역 알바트로스 지방조직에서는 물고기를 먹는 다른 새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었다(Jones et al. 1996). 미드웨이 환초에
사는 검은 발 알바트로스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는 디디티, 폴리염화비페닐, 클로로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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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수은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유기염소계 오염물의 농도는 림프구 증식의 증가, 림프
구 비율의 증가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알바트로스의 면
역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Finkelstein et al. 2007). 그러나 해양 환
경에 존재하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특정한 오염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의 농도에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물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섭취
한 해양쓰레기와 생물체의 오염물질 농도 증가와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킨 연구는 아직 없
다.
플라스틱에 사용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흡착된 화학물질들도 살아 있는 조
직에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플라스틱 조각은 어떤 조직을
통과할 수 있고 이는 유기물, 먹이에 따라 축적될 수 있다. 시험관 실험에서 입자가 <5mm
인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진주담치Mytilus edulis의 위에서 혈관으로 이동되어 48시간 동안
머물렀다(Browne et al. 2008). 다른 연구는 바다새들이 삼킨 플라스틱의 양이 새들의 지
방 조직에서 발견된 폴리염화비페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Ryan et
al. 1988). Teuten(2009)은 더 나아가 수학적 모델과 집게제비갈매기의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는 실험으로, 폴리염화비페닐이 오염된 플라스틱을 통해 병아리의 조직으로 이동하고 깃
털 손질 기름에서의 폴리염화비페닐 농도는 42시간이 지나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먹이 그물
에서 화학 물질의 이동과 이용에 기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먹이
사슬을 통해 화학 물질이 이동하여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vom
Saal et al. 2008).
Goiun et al.(2011)은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생물체에 대해서 잠재적 독성오염물질의 매개
체로 작용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에서 원양에서는 과거에 환
경에 방출되었던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디디티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마이크
로플라스틱이 지구의 중요한 지화학적 저장고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NOAA 2009). 작은
규모에서는 화학물질 저장고로서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잔류성 유기오
염물질은 해수에서 플라스틱에 부착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수동형 시료 채집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채취 기술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친화력 때문에
마이크로플라스틱 입자 표면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지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쉽게 생물학적으로 이용될 것 같지는 않다.

(5) 외래종의 유입과 확산
외래종은 인간을 매개로 더 확산될 수 있다. 해수가 외래종을 이동시키는 주 매개체이지
만 부유쓰레기도 장거리 이동의 매개체로 작용한다(Wilson et al. 2009). 부유쓰레기는 부
착생물 군집 전체의 보금자리가 되고 먼 거리까지 이동시켜서 토착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생물들은 조류, 부석, 나무, 씨앗의 꼬투리, 수표 생물과 같은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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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표류물들과 같이 떠다녔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합성물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뗏목과
같은 역할이 늘어났다(Aliani and Molcard 2003; Barnes 2002). Barnes(2002)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아열대 동물군의 증식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 고위도 동물군의 증식을 세
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추정했다. 이는 외래종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로 외래종인 바다 아네모네는 폐어구 조각들과 같이 떠다니며 하와이 제도 북서부까지 이
동했다(Zabin et al. 2003). 외래종의 유입은 생물종다양성의 손실, 서식지 구조의

변화,

생태계 기능의 변화 등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Derraik 2002).

2.1.2. 경제적인 영향
해양쓰레기는 경제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
과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방 경
제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해안 활동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와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켜 넓은 범위의 경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NOAA Research Council 2008).
폐어구는 유령 어업을 통해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다. 비록 손실의
양과 정도는 다양하지만 유령 어업은 어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유실되고 버려진 모든 어
구는 상업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어⦁패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류, 게, 가재 등
을 계속 포획한다.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수산업계는 경제적 손실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취
미용 낚시도 줄어들 것이다(Macfadyen et al. 2009). 2002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영국
어업은 해양쓰레기와 유령 어업으로 일 년에 3천 3백만 유로(약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
다(Ten Brink et al. 2009).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지역의 어업 선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해양쓰레기가 선박 한 척 당 일 년에 3만 파운드(5천 300만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Hall 2000).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어업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2002년 통발
어업인 일인당 어구 손실로 인해 미화 2만 천 달러(약 2천 500만 원) 상당의 손실과, 어업
시간의 손실로 인해 3만 8천 달러(약 4천 56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Watson and Bryson 2003, Macfadyen et al.(2009)에서 재인용). 자망어업에서의 유령
어업은 유럽연합 상업적 어획량의 5%에 못 미치지만(National Research Council 2008),
카리브 해와 북스페인 외해에서의 아귀의 유령어업은 약 어획량의 1.46%에 이른다(Brown
et al. 2005). 미국에서는 해마다 유령 어업으로 미화 2억 5천만 달러(약 30억 원) 상당의
상품화될 수 있는 바다가재를 잃는 것으로 추정되었다(Allsop et al. 2006). 또한 루이지애
나에서는 유령 어업으로 해마다 4백만~1천만 마리의 블루 크랩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Macfadyen et al. 2009). 선장들에게는 바닥 쓰레기에 얽혀 생기는 어구의 유실이 문제
이다. 장비유실이나 훼손은 수리, 교체 등의 직접적인 비용과 기회의 손실이라는 간접적인
비용을 수반한다(McIntosh et al. 2000).
해양쓰레기는 배와 장비에 대한 손상, 쓰레기 제거, 종업원의 작업 중지 등 양식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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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UNEP, 2009). 양식업자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는 프로
펠러가 얽히거나 냉각수 유입 파이프가 막히는 것이며 이는 수리비용과 시간 손실이라는 결
과를 낳는다.
해양쓰레기는 항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망, 로프 또는 다른 물건들이 프로펠
러나 키에 걸려 작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닐 봉지는 냉각수 유입구를 막아
배의 펌프를 과열시킨다. 이러한 사고로 엔진 수리 비용이 들거나 아예 엔진을 못 쓰게 됨
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해양쓰레기는 어업인들이 특정 지역을 피하거나 어구 형태를
바꾸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게 만든다(Nash 1992).
해운업은 배의 손상, 작업 중지(Nash 1992), 항구나 마리나에서 쓰레기 제거와 관리(UNEP
2009), 해양쓰레기에 걸린 배의 긴급구조(Macfadyen et al 2009)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비용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매주 4회 분뇨를 수거하면서 해양쓰레기도
함께 제거해야 하는데 연간 1만 5천 파운드(약 2천 65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어떤 마리나
는 매일 청소해야 하는 하는데 그 비용이 일 년에 1만 파운드(약 1천 770만 원)나 되기도
하였다(Hall 2000). 1998년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프로펠러가 고장난 배를 구조한 건
수가 총 230건이었는데, 한 건 당 2천 200~5천 800 파운드(약 390만~1천 20만 원)의 비
용이 들었다. 이것은 그 해 총 비용이 50만 6천~1백 33만 4천 파운드(약 9억~24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Hall 2000). 2005년에 미국 해양 구조대는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269건의 사
고를 구조했는데, 15명의 사망자, 116 부상자, 미화 3 백만 달러(약 36억 원)의 재산상 손
실을 가져왔다(Moore 2008).
발전소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은 냉각수 유입구 스크린을 막거나 스크린에서 쓰레기
제거 건수의 증가, 추가된 관리 비용 등이 있다. 일례에 따르면 회사들의 해양쓰레기의 제
거 비용이 펌프 관리의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5만 파운드(약 8천 800만 원)에 이른다(Hall
2000). 해양쓰레기는 해변의 심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한 해변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청
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된다. 해변에서 이용자와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사회의 사업과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 이것은 주로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Ofiara and Brown(1999)의 연구는 1988년에 뉴저지
에서 해양쓰레기로 야기된 경제적인 손실이 미화 5천 3백만~ 2억 2천 4백만 달러(약 64
~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스웨덴의 한 연구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관광산업의
1~5%가 영향을 받고, 이것은 15백만 파운드(약 319억 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았
다(Ten Brink et al. 2009)
해양쓰레기 오염에 대한 뉴스로 수산업계에 경제적 손실이 생실 수 있다. 오염해역에 대
한 대중 인식이 높아져 해산물 수요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입증된 것은 아
니지만 수산업도 해양 동물의 쓰레기 섭취와 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것들은 대중의 건강과 여가 산업, 어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Ofiara and
Brown 1999).
해양쓰레기는 제거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데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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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 6백만 달러(약 72억 원)가 든다(Schneider et al. 2009).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해
양쓰레기 수거비용은 연간 총 1천 4백만 파운드(약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nvironment Agency 2004, OSPAR Commission(2009)에서 재인용). 2006년에 스웨덴
스카제락 해변 청소 비용은 1천 5백만 섹(약 24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OSPAR
Commission 2009). 덴마크,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의 지지체의 해안 정화 비용은 2천 9백
만 파운드(약 53억 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all 2000). 스웨덴에서의 연구는 두 항구의
연안에서 해양쓰레기 청소 비용이 57만 파운드(약 8억 5천만 원)(Naturvardsverket 2009)
에 이른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폐수천에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드
는 연간 비용은 20억 랜드(약 287억 원)으로 추정된다.

2.1.3 사회적인 영향
해안과 해양 환경의 본질적인 사회적 가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줄어든다. 사람들이 지
구의 자연 자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최근 점점
증가해 왔다. 비사용가치와 선택가치는 해양쓰레기에 의해 감소하는 두 가지 주요한 고유의
가치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8).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또다른 사회적 가
치는 심미적 가치이다.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해안과 바다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해변 이용자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Mouat
et al. 2010; Ofiara and Seneca 2006).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대중들의 관심이며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2.1.4 인간의 건강과 안전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
선 항해 중 선박 고장으로 좌초, 구조 요청 등 안전을 위협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8). 또한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해저쓰레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Cheshire et al. 2009). 인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수중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해양쓰레기는 해안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깨진 유리병, 의약품 쓰레기,
로프, 낚싯줄과 낚싯바늘은 해변이나 얕은 물가에서 베거나 찰과상을 입히는 등 인간의 안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다(Mouat et at. 2010). 더군다나, 의료/위생 쓰레기는 건강에
해를 끼치고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2010). 버려진 주사기,
콘돔, 탐폰, 그리고 다른 의료/개인 위생 쓰레기는 종종 하수구가 넘치거나 부적절한 하수
시스템으로 인해 쓰레기가 되어 심각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쓰레기는 또한 연쇄상
구균, 분뇨, 대장균, 또는 다른 박테리아 감염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리학적 오염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Dorfman and Rosselot 2009). 이러한 수질 오염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는 오염된 수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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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위협은 심각하고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
다.

2.2 해양쓰레기 연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는 충분한 연구, 평가, 모니터링
이 없다는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양, 분포, 영향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와 정보는 해양쓰
레기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이동,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8).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성공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필
요하다. 비록 해양쓰레기의 모니터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사용
되는 방법은 아주 다른 경향이 있어서, 지역과 시간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비교와 조화가 불
가능하다.
해양쓰레기의 연구, 평가, 모니터링의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1) 해양쓰레
기 영향의 계량화, (2)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3) 해양쓰레기
의 발생량,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 아래 열거된 잠재적 사업은 2011년
에 열린 제 5회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국제 공동체가 확인한 우선순위
를 반영한 것이다.

2.2.1 생태계에 미치는 해양쓰레기 영향의 계량화
해양 생물종, 서식지, 경제와 건강, 안전,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연구,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개별 생물종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개체군 수준에서 평가
• 산호초에 대한 폐어구의 영향
• 유령어업의 영향을 계량화
•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이동과 축적에 미치는 미생물의 역할
• 플라스틱에서 해양생물로 전이되는 화학물질의 계량적 평가
•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병원균과 유해 조류의 식별
• 먹이와 쓰레기 유형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해양 조류 서식지 조사
• 해양포유동물과 해양조류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장기 모니터링
• 해운업과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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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와 모니터링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양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지점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현존량의 추세
를 알아내고 수거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함)
•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의 표준화
• 해양쓰레기의 발생, 이동, 최종 침적의 메카니즘 규명
• 30m보다 깊은 해저에서 해양쓰레기 침적 상태 조사

2.2.3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잠재적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검사재료학회 기준을 충족시키는 확실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
• 해양쓰레기를 해상에서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수거할 수 있는 지침 개발
• 가장 적합한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제품의 생애주기 평가
• 해양쓰레기 처리 기술들의 효과성 평가와 비교
• 폐어구의 유령어업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 재질에 대한 평가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평가
• 어구의 손실을 줄이고 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평가
• 어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어구의 개조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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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략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호놀룰루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 하에 구성되
어 있다.

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목표 A와 목표 B의 전략은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배출원을 공략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
주 중요하다. 목표 C의 전략은 해양환경에 이미 축적된 해양쓰레기의 수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A, B, C 전략들은 해양 생물, 생태계, 인간의 건강과 안전, 경제에 대한 해양
쓰레기의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똑같이 종요하다.

3.1. 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3.1.1. 문제의 현황
육상과 연안에서의 인간의 활동으로 해변과 수로에 해양쓰레기가 축적된다. 육상 기인의
해양쓰레기는 불충분한 쓰레기 관리, 부적절한 인간의 행동,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
비로부터 나온다. 개발의 확대와 도시화, 소비주의는 일회용품, 난분해성 물품과 포장의 사
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쓰레기 양의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쓰나미, 폭풍, 허리케인과 같
은 자연 재해는 해안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이동시킨다.
부적절한 쓰레기 관리는 육상 기인의 해양쓰레기로 이어진다(NOAA 2008). 불법적이거
나 합법적인 쓰레기 처리 관행 모두 해양쓰레기를 유발한다. 뚜껑을 잘 덮지 않은 쓰레기
컨테이너, 쓰레기 운반차량, 휴양지나 길거리에서의 쓰레기 투기, 하수 처리 시설 범람, 강,
해안, 해양으로 유입되는 가정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의 투기 등이 있다. Browne et
al.(2011)은 특히, 전 지구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하수 집중 지역의 폴리에스테르, 아크
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마이드 오염을 발표했다. 육상에 버려지거나 남겨진
쓰레기는 비, 눈, 바람을 통해 근처의 수로로 들어갈 수 있다(Ten Brink et al. 2009). 이
러한 물질에 대해 적합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양으로 이동되어 해
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쓰레기는 모든 해안, 육상, 내륙의 수로에 영향을 끼치는 폭넓은 쓰레기 관리 문제
의 일부이며 해양과 해안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UN-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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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고형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금이나 능력의 부족은 흔한 일이고 개발
도상국에서는 특히 그렇다.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 폐기물 관리
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능
력을 기르고 재원을 찾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직접적 또는 간
접적인 위협을 보여주는 개념 모델이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3.1.2. 전략 및 기대 효과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에 초점을 맞춘다.

• 교육과 홍보의 수행
• 시장 메카니즘에 기초한 정책수단의 도입
• 폭우 및 고형 쓰레기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와 사회 기반 시설 도입
• 법률과 정책 개발
•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한 능력 강화
• 해안, 지류, 수로에서 쓰레기 수거

각 전략들과 기대 효과는 아래 기술되어 있고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하의
가능한 사업의 목록은 부록 1에 있다.

(1) 전략 A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쓰레기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

교육과 홍보는 아래 제시된 전략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된 요소이다. 해양쓰레기의 영
향, 폐기물 최소화, 고형 쓰레기 관리 관행에 대한 대중의 교육은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고, 지류를 더 잘 관리하고 정책과 법을 더 잘 지키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정책 결정자들 대상의 대한 교육과 홍보는 고형 폐기물의 감소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을 도울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 포
장과 일회용품에서 나온 폐기물의 회수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폐기물이 더 적게 생기
면 해양 환경으로 유입도 줄어든다. 버려진 물질의 양이 줄면 투기되거나 유실된 고형 폐기
물 양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것이다.

(2) 전략 A2.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라

시장에 기초한 방법의 개발과 시행은 고형 폐기물의 생성, 투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예
를 들어 생산자 책임 비용의 확대, 보증금 환불, 쓰레기 수거 세금, 재활용된 생산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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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불 등이 있다. 보증금 환불 제도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쓰레기 청소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3) 전략 A3. 폭우 관리 개선과 폭우시 수로 유입 쓰레기 감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을 채택하고 모범 사례를 실행하라
기존 또는 새로운 모범사례의 정비, 개발 및 홍보, 적합한 사회기반시설(재활용 시설, 쓰
레기 수거함,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 매립, 쓰레기 차단막)의 건설과 유지는 다
방면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산업계나 정부의 조달품 구입은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의
양을 최소화시켜 이러한 물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와 관련된 시회기반시설과 모범사례는 고형 쓰레기의 투기와 사고로 인한 유실을 줄여 쓰레
기가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일 것이다. 일례로 고형 폐기물 전문가들이 산업계의
모범사례를 알게 되면 모범사례의 적용과 사고 손실 비용 절감의 장점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비용편익에 대한 이해로 모범사례 및 고형 폐기물의 처리, 이동, 재활용, 회수에
대한 지침 적용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의 적용은 폐기물이 사고 또는
고의로 유출되는 경우를 줄일 것이다. 결국에는 해양쓰레기 전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4) 전략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관리를 위해 법률을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폐기물의 최소화, 고형 폐기물 관리,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준수하도록 장려하면 폐기물 처리와 관리를 위한 역량과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날 것이다. 고
형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로 발견되는 가장 흔한 품목(비닐 봉지, 병뚜껑,
담배 꽁초)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 포장 지침, 포
장에 관한 생산자 책임제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같이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법률
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지역해 및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법률은 적절한
폐기물 관리 방안의 강화와 준수로 이어져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양을
줄이게 될 것이다.

(5) 전략 A5. 수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하라
불투수층으로부터의 유수의 양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로, 홍수, 통합된 하수 시스템
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규제 체제를 만들고 개선하면 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고형 폐기물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도시 우수관이나 수로에서 쓰레기를 더 많이 걸러내면 궁극
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되는 육상 기인 물질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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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제정책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을 강화하라
규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키우면 쓰레기 투기, 고형 쓰레기에 관한 위반,
허용조건의 위반 등이 줄어들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위반자를 신고하고 기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위반자는 줄고 준수자는 늘어나 바다에서 해양쓰레기의 전반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7) 전략 A7. 해양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해변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라
육지나 지류에서 쓰레기 청소에 일반인들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참가자들 사이에 지역
공동체 의식과 해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립될 것이다. 자원 봉사자들의 청소는 전문적인
노동 인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3.1.3. 모니터링 지표 및 전략의 효과성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략이 기대했던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감축에 중점을 둔 전략에 대한 평가법을 개발할 때 고려되
어야 할 질문들과 잠재적인 평가 문항과 지표이다.

(1) 모범사례, 법, 규제,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대한 특정 그룹들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 그룹별 교육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원수
• 지식과 의도에 대한 사전/사후 활동 평가
• 모범사례를 채택하는 그룹의 비율(예로, 청소업자, 포장업체, 연구 기관, 환경위생당국)
• 교육 전후 재활용률의 변화

(2) 사회기반시설과 모범사례가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가?
• 비공식적인 쓰레기 투기 장소의 수
• 해변, 공원, 거리 이용자 당 수거함의 수
• 수로로 산업용 플라스틱 펠릿이 유입되는 비율
• 수로에서 수거한 고형 쓰레기의 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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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강화하기 위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 육상 기인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허용과 규제의 수와 형태
• 규제의 강화 및 준수 관련 공무원의 수
• 위반 건수
• 반복되는 위반 건수
• 총 허가 건수에 대한 위반 건수의 비율

(4) 규제 수단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허용 쓰레기양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로의 수
• 위반 건수

(5) 해양쓰레기 방지에서 고형 폐기물 청소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 지역별 쓰레기 정화 빈도
• 지역별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
• 자원 봉사자 수와 시간
• 육상, 수로, 지류에서 수거한 고형 폐기물의 톤수
• 지류청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쓰레기 차단막으로 회수한 쓰레기의 톤수
• 일정 수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쓰레기 청소 횟수

3.2. 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3.2.1. 문제의 현황
해상에서 인간의 활동은 해양쓰레기의 축적에 기여한다. 화물, 고형 쓰레기, 어구, 기타
해양쓰레기는 상선, 카페리, 유람선, 어선, 개인 선박, 해안의 기름 및 가스 플랫폼과 드릴
장비, 양식 시설로부터 사고로 또는 고의로 바다로 유입된다(NOAA 2008). 버려지거나 방
치된 선박 또한 해양쓰레기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쓰레기 배출원은 해양 전체를 통해 퍼지
는 상당한 양의 다양한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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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원천과 유형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원천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유형

• 화물선

• 어구

• 카페리

• 화물

• 유람선

• 어업 및 양식 설비

• 레저보트

•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 어선

• 손상을 입거나 유실된 선박

• 군함

• 군수품 및 기타 유해 물질

• 양식 시설
• 해안 기름과 가스 플랫폼
해상에서 사고로 인한 화물, 장비, 또는 어구의 손실은 노후한 장비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화물이나 어구의 적절한 관리와 조정을 위한 표준 지침의 위반, 실수, 부적절한
항해, 어구 충돌, 어구나 기타 장비의 유실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실한 설계 등이 여기에 포
함된다.
거친 바다, 좋지 않은 기후 조건과 홍수는 사고로 인한 화물, 장비, 어구의 손실을 증가
시킨다. 자연 재해(지독한 날씨나 쓰나미), 대규모 기계손상이나 고장(선박이나 오일 플랫폼
에서의 폭발) 또한 사고로 인한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킨다.
해양 이용자들이 바다에서 고형 폐기물이나 어구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것은 부분적으
로는 선상 보관과 항내 수용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높거나 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이고,
불법투기와 해양쓰레기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해상 종사자들이 잘 모르기 때
문이다.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거나 통제받지 않는 어업이나 기물 파괴 행위는 고의적인
투기 혹은 어구의 폐기를 유발하게 된다. 태풍에 크게 손상된 경우나 선주가 더 이상 선박
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선박이 버
려지기도 한다. 해양에서의 불법 투기는 관련 해양법에 대한 무지나 해양에서 고형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에 대한 모범사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한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MARPOL 협약)의 부속서 5에 수록된 국제협약과 안내서에 따라 공해상
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해양투기를 제어하거나 명백하게 금지하는 국내법이 아예 없
는 나라들도 있다. 연안과 외해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대한 도전 혹은 법의 부재는
불법 투기 문제를 증가시킨다.
수산양식과 에너지 개발과 같은 외해시설은 해양쓰레기의 중요한 발생원이 될 수 있다.
수산양식활동으로부터의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양식방법, 시설의 수준, 손상에 대한 내
구성, 해상처분을 제한하는 수산양식관리체계 그리고 양식업자의 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
진다. 에너지 발전시설로부터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고형폐기물과 장비의 부적절한 처분 또
는 기상악화에 의한 유실로부터 기인한다.
해양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직․간접적인 위협을 설명하는 개념모델은 부록 2,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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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략 및 기대 효과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집
중한다.

• 교육과 홍보의 실시
• 시장 기반 정책 수단의 적용
• 모범사례의 개발과 장려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장려
• 법률, 정책 및 규제의 개발
•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한 능력 강화

각각의 전략과 기대 효과는 아래에 설명되었으며, 체계는 부록 2, 그림 4에 나와있다.
각 전략 내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의 목차는 부록 1, 표 2에 나타내었다.

(1) 전략 B1. 해양쓰레기의 영향, 방지, 관리에 대한 이용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
해양 이용자에 대한 인식 증진 활동은 특정 대상, 쟁점 사항, 예상 결과 등을 목표로 하
는 모든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 홍보는 인식을 높이고 모범사례의 사용, 정책과
법의 준수를 장려할 것이다. 교육과 홍보는 아래 제시된 전략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된 요
소이다. 해양쓰레기의 영향, 고형 폐기물과 어구의 적절한 관리, 화물․장비․고형 폐기물의 유
지관리, 모범사례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해양 투기 금지를 포함한 정책과 법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는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방지와 관리에 관계된 국내법과 국제 협약의
개발과 시행을 장려하고 이끌어낼 것이다. 해상에서 해양 투기법 위반 감소와 더불어 사고
로 인한 화물, 어구, 고형 폐기물, 다른 해양쓰레기의 유실 사례가 줄어들면 바다로 유입되
는 해양쓰레기도 줄어들 것이다.

(2) 전략 B2. 해양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쓰레기 최소화, 선내 쓰레기 보관, 항구
수용시설에서 처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유인책과 시장 메카니즘을 개발하라
선박 및 기타 오염원에서 나오는 고형 폐기물, 원치 않은 어구, 기타 항목 등에 대한 관
리는 비용과 편리성의 제약을 받는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면 선
내 보관하거나 항구 수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선박기인 고
형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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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함으로써 해양 투기의 사례를 줄일 것이다. 해상에서 고형 폐기물을 저비용으로 편리하
게 저장할 기회가 늘어나면 항구 수용시설에서 적절한 쓰레기 처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
은 손상된 어구 등 다른 쓰레기에도 적용될 것이다. 육상에서 적절한 처리방안 이용이 늘어
나면 해양쓰레기 투기도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바다의 해양쓰레기도 감소할 것이다.

(3) 전략 B3. 선박의 방치와 화물, 고형 폐기물, 사고로 인한 어구의 유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산업계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행하라
기존 또는 새로운 모범사례의 정비, 개발, 시행은 선박 방치, 사고로 인한 화물⦁고형 폐
기물⦁어구의 유실을 줄일 것이다. 선장이나 선원이 업계의 모범사례를 더 알게 됨으로써
모범사례의 적용과 사고 손실 비용 절감의 장점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비용편익
에 대한 이해로 화물⦁장비⦁고형 폐기물의 처리, 보관, 유지에 대한 모범사례와 지침을 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방법과 기술의 적용은 사고로 인한 화물⦁쓰레기⦁어
구의 손실과 선박 방치를 줄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다의 해양쓰레기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4) 전략 B4. 개량된 어구와 대안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을 장려하라
사고 유실 위험이나 유실된 어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새로운 기술이나 어구 개량
을 시도할 수 있다. 어민들이 개량어구나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대체품이나
개량 어구의 장점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 잃어버리기 쉬워 유실되었을 때 해양 환경에 악
영향을 끼치는 어구 대신에 대안제품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고로 인한
유실이나 영향을 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줄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
은 또한 유실된 어구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이들의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이
다.

(5) 전략 B5. 해상 기인의 해양쓰레기를 방지·관리하고 MARPOL 협약 부속서 5,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라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은 해상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것이다.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법률은 단속능력을 높여
이용자들의 정책 순응을 유도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줄일 것이
다.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된 법률과 정책 이외에 지역, 국가, 지방의
법과 정책은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책과 법률은 시행 능력과 폐기물 관리 단속 능력을 높이고 순응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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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 B6. (1)국가·지방 법률 (2) MARPOL 협약 부속서 5, 다른 관련된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의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을 강화하라
국가와 지방의 법,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해상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위반자를 신
고하고 기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위반자는 줄고 준수자는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
으로 바다의 해양쓰레기가 감소할 것이다.

3.2.3. 모니터링 지표 및 전략의 효과성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략이 기대했던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해상 교통 및 운송에 중점을 둔 전략에 대한 평가법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질
문과 잠재적 평가 문항 및 지표이다.

(1) 모범사례, 보관, 처리, 법률과 정책에 대한 특정 그룹들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 해양을 이용하는 특정한 산업이나 그룹의 비율
• 특정한 산업이나 그룹의 교육을 받은 해양 이용자의 비율
• 특정한 산업이나 그룹 중 모범사례를 채택하는 해양 이용자의 비율
• 유실된 화물의 톤 수
• 유실된 화물의 비용

(2) 바다를 이용하는 특정한 그룹의 몇 퍼센트가 적절한 쓰레기 보관소와 처리방법을
이용하는가?
• 선상에서 적절한 쓰레기 보관소와 항구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는 바다 이용자의 비율
• 항구의 수거 시설에 모아진 쓰레기의 톤 수

(3) 모범사례, 개량 어구 또는 대체품, 법률과 정책에 관하여 어민들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 폐어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수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선 혹은 어장의 비율
• 모범사례, 현존 수단, 법률을 알고 있는 어선 선단 및 어장의 비율
• 교육을 받은 어선 선단 및 어장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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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몇 퍼센트의 어민들이 모범사례와 개량 어구 또는 대체품을 채택하는가?
• 모범사례를 도입한 어선 선단, 어장의 비율
• 개량한 어구 혹은 대안 기술을 이용하는 어선 선단, 어장의 비율
• 유실된 어구 품목의 수
• 유실된 어구의 톤 수
• 유실된 어구의 비용

3.3.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3.3.1. 문제의 현황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안과 바
다에 해양쓰레기가 축적되고 있으며 오래 동안 남아있다. 예방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환경에 분명히 존재하는 쓰레기의 영향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므로 해양쓰레기의 수거는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는 해양
자원과 서식지, 위험에 처한 종들, 인간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건전성 등에 직접적인 위협
이 되고 있다. 바람과 해류는 해양쓰레기를 해안, 해저 서식처, 수중으로 이동시킨다. 바다
에 유입된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의 해양쓰레기는 연안 및 해양환경 중 해안, 해저, 수중으
로 퍼지고 축적된다. 쓰레기의 발생원천을 차단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태학
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제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파도와 해류는 규칙적으로 조류가 순환하는 동안 다양한 쓰레기를 바다에서 해변으로 표
착시킬 수 있는데, 달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허리케인이나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재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쓰레기를 운반한다. 쓰레기의 공간적 분포는 바람, 크기, 플라스틱 쓰레기
의 밀도의 영향을 받는다(Browne et al. 2010).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쓰레기는 산호초,
해초, 다른 민감한 군락지와 서식처에 손상을 입힌다. 일단 해변에 도달하면 쓰레기는 생물
들에게 먹이가 되거나 얽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서식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힌다. 게다가 해양쓰레기는 어업, 다른 생계 수단, 특히 관광업을 생계
수단으로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해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바다
로 유입된 쓰레기의 상당한 부분이 가까운 해안이나 갚은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아 쌓인다
[해저쓰레기 (UNEP 2005)]. 해저쓰레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힘들다(Galgani et al.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문제
를 일으킨다. 해저쓰레기는 항해에 위험이 되며 트롤 어업을 방해하고(OSPAR 2006) 해양
생물을 덮어 버릴 수 있다(NOWPAP 2007). 현존하는 해양쓰레기의 직·간접적인 위협을 보
여주는 개념 모델이 부록 2,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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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략 및 기대 효과
• 교육과 홍보의 수행
• 해양쓰레기의 위치를 알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 수거관리역량 강화
• 시장 기반 정책수단 개발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법적 장애요인 제거
• 해양쓰레기 수거

각각의 전략과 기대 효과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가능성 있는 사업의 목록이 부록 1
에 있다.

(1) 전략 C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수거 사업 전략에 대해 교육하라
교육과 홍보는 서로 교차하는 전략이다. 해양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은 특정 대
상, 쟁점 사항, 예상 결과를 목표로 하는 모든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 홍보는 해양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 인간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중을 참여시키고 수거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지도
얻을 것이다.

(2) 전략 C2.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라
해양쓰레기는 지리적으로 멀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해변까지 흩어진다. 해저에 가라앉고
인구가 밀집된 연안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도 떠다닌다. 원격 감지 기술, 저고도 비행 등을
이용해서 해양쓰레기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하면 조사 지역을 줄이고
해양쓰레기 밀집 지역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을 높인다. 이것은 보다 효과적인 수거 기술 및 방법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수거속도를 높이
게 된다. 결과적으로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의 쓰레기 유입이 일정하다면 현존하는 해양쓰
레기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
려는 노력이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과 병행될 때 그 효과는 더 잘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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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C3.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역량 및 관할권의 문제로 해양쓰레기의 축적에 관한 보고에 대한 대응이 복잡하거나 늦
어지기도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공동 관리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
율적인 위치 파악과 수거 방법은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여줄 것이다. 효과적인 보고 시
스템과 연동된 신속한 대응 체계는 해양쓰레기 위치 파악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시민, 정
부, 민간 부분 간의 효율적인 조화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 속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4) 전략 C4. 폐어구 및 기타 대형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
고 실시하라
여객선이나 어선은 자주 해양쓰레기를 목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수거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사회적인 인정, 금전적인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는 이런 선박들이
여건이 되었을 때 해양쓰레기 수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해양 이용자들이 해양쓰레기 수
거 인센티브를 알게 되면 쓰레기 수거율도 높이고 현존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5) 전략 C5. 해양쓰레기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 체계를 수립하라
쓰레기 종류에 따라 수거에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
다. 예로 폐어구와 방치된 선박을 들 수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관계 당국의 법적
허가와 협약으로 이 장벽을 낮추어 해양쓰레기 수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전략 C6.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라

해양쓰레기는 수 십 년간 바다에 쌓여 왔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새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전략이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우선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감한 서식지와 생물종에 대한 추가 영향의 방지, 악천후의 위협에 대한 고려,
수거한 쓰레기의 양과 종류에 대한 데이터 수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3.3. 모니터링 지표 및 전략의 효과성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략이 기대했던 결과에 도달했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현존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에 중점을 둔 전략에 대한 평가법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
야 할 잠재적인 평가 문항과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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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한 방법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를 감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 조사 지역, 조사 날 수, 감지된 현존 해양쓰레기의 수와 규모

(2) 수거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
•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
•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별 단위 노력 당 수거 건수
• 해양쓰레기 보고와 수거 사이에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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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전략별 가능한
사업들
<부록 표 1>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을 위해 가능한 사업들
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전략 A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쓰레기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
• 4Rs와 관련된 쓰레기 관리 행동지침-감량, 재사용, 재활용, 회수-을 장려하라
• 사람들이 사용, 구입 또는 생산하는 물품들의 포장과 관련된 대중, 정부, 산업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라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전략으로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나 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라
• 쓰레기 감축을 위해 정부프로그램/시민단체들과 산업체간의 파트너쉽을 용이하게
하라
• 상품의 생애주기 분석, 전과정 관리 개념 및 선택의 결과에 대해 산업체, 정부,
대중을 교육하라
•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물품을 선택⦁사용하고 새로운 혁신을 지지하도록 교육 캠페
인을 개발하고 수행하라
•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수행하라
• 부적합한 폐기물 관리의 영향과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고형
폐기물 관리에 해양쓰레기를 포함하도록 기존의 대중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확대하라
• 해양을 이용하는 다양한 그룹과 함께 하는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수행하라
• 해변 호텔과 식당의 직원과 고객과 함께 하는 관광 캠페인을 실시하라
• 고용인을 위해 쓰레기 배출 방지와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정부와 산업체가 서로 협력하라
• 쓰레기 투기와 그것의 영향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자료와 훈련
과정을 만들라-예로 쓰레기 없는 행사, 쓰레기 없는 공공 장소, 쓰레기 없는 공원·
학교·사업체 등
• 해변관리인을 대상으로 해변감시 및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모범사례에
대해 훈련시켜라
•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사례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라
• “Blue Flag"(http://www.blueflag.org)와 같은 해변 인증 프로그램을 촉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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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A2.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라
•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매 전략을 개발하라
• 생애 주기 평가 및 폐기물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해양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
개발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이며 편리한 상품들을 구입하도록 포장업체,
브랜드 소유자, 소매업자 간의 파트너쉽을 개발하라
• 재활용된 물질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매 전략을 개발하라
•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폐기물의 가치를 높여라
•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중간 처리업자가 되도록 격려하라
•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상황, 현행 조직, 적합한 대안 등에 따라, 소비자, 정부, 산업
체가 많이 버려지는 제품들이 잘 회수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개발하라
• 재활용과 퇴비화가 더 쉽고 비용 효율적이며, 매립은 더 비싼 선택이 되게끔, 재활용과
퇴비화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늘려라-버린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등
• 포장제, 뽀족한 물건(주사 바늘), 의약 폐기물(수혈 용기), 전기 제품(컴퓨터, 휴대
전화) 등 수명을 다한 물질의 관리(예로, 재활용, 에너지 회수, 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 전과정 관리 등)에 대한 접근법을 개발하라
• 쓰레기 투기에 대해 세금이나 벌금과 같은 경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않으면 무거운 요금을 부과하라
• 부적합한 폐기물 투기나 위반에 대해 세금, 벌금과 같은 경제적 방법을 활용하라
∎ 전략 A3. 폭우 관리 개선과 폭우시 수로 유입 쓰레기 감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채택하고 모범 사례를 실행하라
• 폐기물을 도시 매립지까지 제대로 운송하라
• 관리당국이 매립지를 제대로 관리하게 하라
•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장려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홍보하라
• 제품이나 물질의 생애 주기 평가 및 폐기물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재활용 및 대안제품
사용을 늘려라
• 유리, 유기물, 종이류, 플라스틱, 금속을 포함하는 전 범위 물질 재활용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라
• 재활용과 회수가 더 잘 되도록-특히 플라스틱에 대해- 협력 기업체와 정부, 시민
단체와의 파트너쉽을 용이하게 하라
• 대체 물질과 제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생애 주기 정보에
기초한 접근법의 시행과 생산을 지원하라
• 적절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원료 식별 코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라벨법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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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유리, 유기물, 종이, 플라스틱, 금속류를 폐기하지 않는 재활용/회수 프로그램을
지역/지방 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알아내라
• 물질을 같은 형태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쇄형 재활용 활동(유리병을 새로운
유리병으로 재활용)과 물질을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재활용 활동
(플라스틱을 옷으로 재활용) 모두에 대해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매립을 막고 모든 종류의 물질의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
• 폐기물 관리 기술력과 시회기반시설을 증진시키기 위해 폐기물 관리자들은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장려시켜라
•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공의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통합된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정보와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간(지원국과 수혜국) 시범적인
연계 사업을 만들라
• 저개발국가간, 저개발국과 선진국간에 폐기물 감소, 재사용, 재활용, 쓰레기 에너지
화 및 연료화 기술을 포함한 경험과 기술이 쉽게 교류되도록 하라. 폐기물을 처리
할 토지가 제한된 군소도서국가의 경우 섬 밖에서의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해
양 수송의 이용과 폐기물 가공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 공공 장소에 적합한 쓰레기 수거함과 재활용함을 설치하라
• 주요 수거 장소에 고형 폐기물 수거함을 충분히 설치하라
• 해변 이용객들이 해변을 떠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담배꽁초, 재활용 용기를
충분히 배치하라
• 도시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변 방문자들에게 재활용 기회를 제공하
라
• 쓰레기 거름 장치의 설치와 유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거리 청소, 쓰레
기 집중 지역 청소하기 등) 등, 도시 폭우시스템에서 쓰레기 여과 모범사례를 시행
하고 장려하라
• 폭우 쓰레기 관리를 위해 적합한 기술과 모범사례를 실시하라
• 수로로 들어와 최종적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펠릿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산업체의
저지 프로그램인 Operation Clean Sweep
(http://www.opcleansweep.com/overview/environment.asp)과 같은 펠릿 관리
프로그램 참가를 장려하고 확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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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A: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폐기물 관리 및 수거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민간 및 정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하라
• 폭우시 배수로와 쓰레기 수거장치를 제대로 수거, 청소, 유지하라
• 자발적인 “확대 생산자 책임제” 활동을 확장하고 업계의 책임 사업을 장려하라
적용가능한 곳에서는 시행을 위한 시간계획과 측정지표를 만들라
• 쓰레기 방지와 해변 청소를 위해 해변 호텔, 식당, 사업체간 파트너쉽을 개발하라
∎ 전략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관리를 위해 법률을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비닐 봉지, 병뚜껑, 담배꽁초 같은 항목을 줄이기
위해 금지, 벌금부과,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을 채택하라
• 위반시 적당한 벌금 부과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공공정책을 바꾸거나 시행하라
• 해양쓰레기를 유발하는 쓰나미,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관련 계획에서 고형
쓰레기의 관리를 위한 국가, 도시/지방의 능력을 강화하라
•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일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등 공공정책을 바꾸거나
시행하라
• 필요한 경우 새로운 투기금지법령을 만들라
• 제품생산이전 단계의 펠릿의 경우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펠릿
배출 금지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 바다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항구 수거 시설은 도시와 지역 사회의 일반 고형 폐기물
관리의 부분이므로 국가수준에서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입법화와 비준을
장려하라
∎ 전략 A5. 수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하라
• 처리 시설의 처리 수준을 높여 폭우시 범람을 줄여라
• 강, 기타 수로에서의 쓰레기에 대해 일일 최대 총부하량(Total Maximum Daily
Load)을 개발하라
∎ 전략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제정책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강화하라
•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라
•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불법 투기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를 강화하라
• 고형쓰레기 관리 규제와 해양쓰레기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률관,
행정관, 공원 감시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킴으로써 고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라
•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를 대중이나 정부, 산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법 시행처와 규제당국이 협력하도록 고형폐기물 전문가를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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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A7. 해양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해변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라
• 지역사회에서 다음 번 조류나 폭풍이 오기 전에 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라
• 해양쓰레기가 축적되거나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 도랑, 개울 또는 폭우 경로
등에 대해 정기 청소 계획을 수립하라
• 교육 및 홍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 캠페인을 지원하라
• 해안가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는 방식을 포함하여 최상의 청소와 처리법을 개발하고
실시하라

- 42 -

<부록 표 2>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을 위해 가능한 사업들
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전략 B1. 해양쓰레기의 영향, 예방, 관리에 대해 해양 이용자들에게 교육하라
• 인간의 활동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라
• 유람선 이용자들에게 선박운항과 관련된 생태계 및 보존 문제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라
• 어업종사자나 낚시꾼을 대상으로 다음 문제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
(a) 어구 투기 관련법과 벌금 (b) 폐어구의 영향과 이를 최소화 했을 때의 혜택 (c) 어
구 설치, 취급, 유지에 대한 해상에서의 모범사례 (d) 사고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하고 항
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폐어구의 위치 추적과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어구 등 새로운
기술 (e) 어구 유실과 교체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최소화 방책 (f) 세제 용기, 오
일 필터, 미끼통 등 어구가 아닌 쓰레기에 대한 모범사례
• 어업인, 수산업계, 항구 이용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국가/지방 차원에서 폐어구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실시하라
• 어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와 사고로 인한 어구의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어구 기술의 적용에 관한 프로그램에 해양 이용자들을 참여시켜라
• 양식업에 관련된 쓰레기와 양식업자들이 만들어 내는 또다른 고형 폐기물의 방지, 감소, 관
리에 대한 모범사례와 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 바다에서 양식장비와 어구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비와 어구의 설치,
취급, 유지를 포함하여 양식업에 적용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시행하라
• 양식업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모범사례를 시행하라
• 오일, 가스, 다른 해양 사회기반시설 업체에 대해 해양쓰레기의 방지, 감소,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제에 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 대중에게 선박 방치를 줄이기 위한 조처들에 대해 홍보하라
• 해양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
하고 시행하라
∎ 전략 B2. 해양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최소화, 해상에서 적절한 보관, 항구 수용
시설에서 처리 등을 개발하고 강화하라
• 불법 해양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기인 쓰레기를 항구 수거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하라
• 해양 이용자들의 접근과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항구 수거시설 이용시 인센티브와
시장을 만들라
• 부속서 5를 위한 항구 수거 시설을 만들고 항구에서의 처리에 대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방법을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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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인센티브를 고안하라
• 항구, 마리나, 소규모 항에서 해상교통 및 운송 중 나오는 쓰레기 수거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라. 이러한 시설은 도시의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일부이
어야 한다.
• 배에서 해안까지 쓰레기를 운반하기 쉽게 하라
• 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실어 내는 선박의 선상 공간을 확보하라
• 선상에서 폐기물 최소화 절차를 재사용과 재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켜라
• 항구나 마리나에서 손상되거나 버려진 어구에 대해 적은 비용의 편리한 수거 시설을 제공
하라
∎ 전략 B3. 선박 방치와 화물이나 어구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계의 모범사례를 개발,
실시, 강화하라
• 바다에서 사고로 화물⦁장비⦁고형폐기물 또는 선박이 유실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적의 모범사례를 개발, 장려하라
• 해양산업에서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에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라
• 특정 해양이용집단과의 모임을 통해 이들이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게 하고 업계 모범사례를
소개하라
• 바다에서 폐기물 방지, 감소, 관리를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를
해양대학에 소개하라
• 입항 후 배를 즉시 옮기고 선박 방치를 막기 위해 선주들이 책임지고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를 개발하라
• 특정 해양이용집단에게 배포할 산업계 모범사례 지침을 개발하라
•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해상 교통 및 운송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라
• 사고유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안 어구에 대한 자료와 모범사례를 개발, 장려하라
• 바다에서 사고에 의한 어구 유실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어구 디자인, 설치, 관리,
유지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 장려하라
• 대중들이 이용가능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구와 그 실행에 대한 표준지침을 개발하라
• 어구관리 및 유지의 모범사례, 사고로 인한 어구유실을 줄이는 새로운 어구 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에 해양이용자들을 참여시켜라
• 바다에서 유실하였을 경우 위치파악과 식별을 위한 전자표식과 자동전파장치 등을 부착
한 어망이 필요하다
• 폭풍과 자연 재해시 대형 선박의 정박과 계류 계획을 수립하라
• 양식 시설의 환경 관리에 대한 모범사례의 개발을 장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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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B4. 폐어구의 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량어구 사용을 권장하라
• 어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량 어구 기술의 개발과 다른 수단의 효율성을 연구하라
• 폐어망이나 통발의 유령어업을 줄이기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라. 예를 들어, 잡힌 어류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 매듭, 밧줄을 약하게
하거나, 음향장치, 생분해성 및 산소분해성 물질, 음향반사물질 등
• 어구의 손실과 유령 어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교육과 홍보 캠페
인을 시행하라
• 유실되거나 버려져 유령 어업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생분해성 통발이 필요하다
∎ 전략 B5.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방지·관리하고 MARPOL 협약 부속서 5,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라
• MARPOL 협약 73/78, 특히 부속서 5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라
• 런던 덤핑 협약/의정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라
•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고형 폐기물의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라
• 해양 이용자(선박 공무원, 선원, 보트 이용자)들이 해양 투기법에 동참하도록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 MARPOL 협약 부속서 5와 럼던 덤핑 협약/의정서의 요구사항을 시행하면서 얻은 전문
지식, 경험,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적 교류를 가져라
• 유실된 화물에 대해 보험회사와 선사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개발하라
• 선박 운영에서 발생되는 고형 쓰레기에 대해 선주나 선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을
개발하라
• 바다에서 고의로 투기하거나 사고로 유실되는 쓰레기나 화물에 대해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라
• 포장 기준과 책임 의무제의 개발을 독려하라
• 각국이 관련 협약/의정서, 특히 MARPOL 협약 및 부속서와 런던 덤핑 협약 및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하라
• (a) 바다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쓰레기에 대해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고, (b) 유실된 어구
에 대해 전자표식과 자동전파장치를 이용하여 의무 감지 체계를 개발, 이행하고 이를 위
한 시스템을 장려하라
• 관련 국제 기구, 지역 어업 관리 기구, 지역 해양 기구, 수산업계, 항구, 환경 시민 단체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MARPOL 협약 부속서 5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라
• 항구, 마리나, 소규모 항에서 폐어구를 수거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라
이러한 시설은 도시의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일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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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다른 어업활동, 기존 선박 항로, 외해 기반시설과 개발 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해
양공간계획을 이행하라
• 양식업 기인의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유엔 기구(FAO, IMO, UNEP), 지
역 해양 기구, 정부, 양식업계, 항구, 환경 시민 단체들을 통해 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라
• 해안 사회기반시설에서 고형 폐기물이 바다로 들어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규제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라
• 해안 사회기반시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유엔 기구(IMO,
UNEP), 지역 해양 기구, 정부, 양식업계, 항구, 에너지·석유·광산업계, 환경 시민 단체들
을 통해 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라
• 쓰레기 로고, 쓰레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속서 5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 벌금을 표준화하고 강화하라
• 기존의 방치 폐선에 대한 법과 규제의 시행을 강화하라
• 보트 사용자 안전 교육 과정에서 특정 어구 사용 방지 훈련을 실시하라
∎ 전략 B6. (1)국가·지방 법률 (2) MARPOL 협약 부속서 5, 다른 관련된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의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을 강화하라
• 항구의 수거 시설에서의 폐기물의 양과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모니터
링 방법을 개발하라
• 항구와 선박의 길이에 기초하여 충분한 쓰레기 보관공간을 확보했는지 선상 보관시설을
감시하라
• 어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MARPOL 협약 부속서 5의 요구사항을 활발하게 감시·
강제하기 위한 국가 역량을 키워라. 또한 이러한 활동을 시행하는데 어민, 어업협회, 어업
협동조합을 참여시켜라
• 양식업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활발히 모니터링하고
강제할 국가 역량을 키워라
• 양식업 장비와 어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을 활발하게
감시하고 강제하라
• 양식업에서 나오는 장비의 손실/파손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인 의정서를 채택하라
• 환경적으로 안전한 양식 어구의 표준지침을 개발하라
• 양식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업계와 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파트
너쉽을 확립하라
• 어업과 관련된 법률의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활발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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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영향 감축
• 장비의 손실과 파손을 포함하여 해양 사회기반시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 의정서를 채택하라
• 해양쓰레기의 잠정적 배출원인 해양 사회기반 시설 계획을 환경적인 면에서 사전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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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을 위해 가능한 사업들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 전략 C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수거 사업 전략에 대해 교육하라
• 해변과 해안을 입양할 바닷가 호텔, 식당, 사업가들 사이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라
• 통상 청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긍적적인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회 미디어를 사용하라
• 공적⦁사적 부문(예로 국제 연안정화, 세계 정화, 다른 공적인 해변 정화 사업)에서
해변과 해저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라
• 해변 입양 또는 다이빙 장소 입양 프로그램 같은 의무 개념을 만들어 장려하라
• 교육/홍보 사업 또는 해양쓰레기 관리 활동으로서 공동체 기반 정화 캠페인을 장려
하고 지원하라
• 폐어구의 일차 배출원인 어업종사자들 대상으로 중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
∎ 전략 C2.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라
• 정화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쓰레기 집중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에 기초한
축적 예측 방법을 개발하라
• 시간에 따른 경향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고, 해안, 해저, 부유 쓰레기의 양도 평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라
• 쓰레기의 배출원을 알아내고 방지 사업에 중점을 둘 수 있게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하라
• 수거 사업을 위해 사용할 해양쓰레기의 분포와 이동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라
• 외해에서 폐어구의 추적과 원격 탐지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이끌 혁신적인 과정을
개발하라
• 해저 쓰레기 침적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
• 바다에 가라앉은 해양쓰레기 수거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 장려하라
•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최적의 회수방법을 연구하라
• 자원봉사자 감시 네트워크에 기초한 공동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 쓰레기 수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발생원과 영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정
영역의 데이터(표류 모델, 분해 모델, 해양 생물 영향 등)를 사용하라
∎ 전략 C3.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
•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 기존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 방안을 통합하라
목표 C: 해변, 해저, 부유 쓰레기의 현존량과 영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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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축적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발하고 사용토록 하라
• 보고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 체계를 개발하라
• 해변과 해저에 축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능력을 키워라
∎ 전략 C4. 폐어구 및 기타 대형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고
실시하라
• 대형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기존 운항 선박을 활용한 수거능력을 개발하라
(예, 어업공동체)
• 혁신적인 수거 기술을 개발하는데 민간업체들이 경쟁하도록 격려하라
• 쓰레기의 수거와 잠재적인 판매를 위해 “쓰레기 낚기” 이니셔티브와 기타 어업협
동조합을 장려하고 시행하라
• 폐어구를 회수,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전략 C5. 해양쓰레기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지방적 체계를 수립하라
• 어업기반 폐어구 수거사업을 확립하라
• 폐어구의 위치 탐지와 제거 필요성에 대한 어업 규제를 확보하라
∎ 전략 C6.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라
• 해변이 아닌 해안가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는 방식을 포함하여 최상의 쓰레기 청소
와 처리법을 개발하고 실시하라
• 특정 해양쓰레기 발생원과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계획을 세워라
•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육상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 깨끗함의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하여 쓰레기 정화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
•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라
•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에 대해 최적의 처리와 회수방법을 연구하라
• 해저 침적 쓰레기 수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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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개념모델과
인과사슬
여기 부록에 소개되는 개념모델과 인과사슬(그림 1에서 6)은 호놀룰루 전략을 위한 기초
이론의 기능을 한다. 개념모델은 일종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서, 관리 목표의 달성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FOS, 2009). 지
난 수십 년 동안, 다이아그램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획 활동에 사용되어 왔는
데, 그 영역도 국제 개발, 공중 보건, 환경 관리 등으로 다양하였다(FOS, 2009).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개념 모델은 환경 관리 계획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Margoluis et al., 2009).

개념모델
전략

관리 대상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동들

간접 위협
요인

직접 위협
요인

직접 위협요인
유발인자

관리 대상
생태계의 질을
낮추는 인간 행위.
직접위협
요인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행위
자가 있음.

중간 결과

위협 감축 목표

관리 대상 생태계

지표

지표

지표

위협 감축 전략의
중간 성과

위협 감축 전략의
최종 성과

특정 종이나
서식지 등, 보전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

스트레스 요인

관리 대상 생태계에
대한 인간 행위의
생물물리학적 영향

관리 대상
생태계
특정 종이나
서식지 등, 보전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

인과사슬
전략

관리 대상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동들

개념모델(상)과 인과사슬(하)의 구성요소들 (출처: FOS, 2007; 2009)

인과사슬은 개념모델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계획 도구이다. 어떤 구체적인 관리 전략이
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관리자들이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인과
사슬은 사용된다. 어떤 관리 팀이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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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는가에 관한 관리 팀의 가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장기, 중
기, 단기적인 결과들을 “A이면 B이다”라는 식의 인과적인 연결 사슬로 묘사된다(FOS,
2007). 이렇게 중간에 낀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구체적인 목표물-예를 들어 해양 생물종이나 서식지, 경제, 인간의 건강과 안
전 등-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과사슬을 이용하다보면 결국 관리의 효과
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간 결과와 궁극적인 성과 모두에 관련
되어 있는 지표들을 측정함으로써, 관리자들은 인과사슬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의 경과들
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모델은 작용되고 있는 조건(특히 위협들)을 관리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데 반해, 인과사슬은 어떤 관리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때 나타나리라고 가
정하는 결과물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둘은 다르다. 인과사슬은 많은 조직들이 사용하는 논
리적 모형의 일종이다. 인과사슬은 부적절하게 실행되거나 효과가 없는 관리 전략에 대해
관심을 쏟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인과사슬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이 무엇에 있는지 알아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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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전략
A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고형폐기물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 실시

A2.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

원인이 알려진 육상 기인 쓰레기가 전략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념모델
해양쓰레기가 해양 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 인식 부족
쓰레기 발생 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부족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제품 또는 일회용품 사용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 상승
A3. 폭우 관리 개선과
폭우시 수로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채택하고
모범 사례 실행

먹이 사슬 악화
해양 동물 얽힘

고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역량 부족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 부족
폭우시 지표 유출을 줄이고 고형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부족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제정책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강화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과
회수를 위한 방안 부족

A7. 해양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해변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 실시

고형 폐기물 발생량 증가

고형 폐기물과 폭우시
유출에 대한 불충분한 또는
비효과적인 관리 관행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관리를 위해
법률 개선 및
정책 개발 시행

A5. 수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정책 강화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개념 모델

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한 대중인식 부족

해양 동물에 의한 섭취
관리 부족에 의해 폭우시
바다로 유출되는 쓰레기

서식지 변화
및 파괴

위협 감축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연안 및
해양 생물종
외래종 도입

육지, 강, 또는 바다에
대한 쓰레기 투기

연안 및
해양 서식지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
선박 운행
장애

자연재해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부족

도시화와
자연개발의 증가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

관리 대상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폭우시 바다로
유출되는
쓰레기 증가

인간 건강
및 안전

수산 식품
불안전

건강한 경제

해양 동물
폐사율 증가

심미적, 내적,
사회적 가치

해변의 미적
가치 감소

폭우시 바다로 유
출되는 빗물 증가

수계에 대한 책임 제도 부족

핵심
전략

<부록 그림 1>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개념 모델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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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모니터링
간접 위협

직접 위협

부적적 영향

관리 대상 생태계

교차 전략
A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고형폐기물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 실시

A2.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인과 사슬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위협 요소 감축 결과들을 보여 주는 인과사슬
일회용품 사용
감소; 재활용 및
대안 제품 사용 증가

고형 폐기물
발생 감소

폐기물 관리
시설 이용 및
재활용 증가

추정 기간: 2020-2030
추정 기간: 2015-2025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와 관리를 위해
법률 개선 및
정책 개발 시행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제정책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강화

폐기물 투기
감소

규제 준수 증가
육상, 수계 및
수로상 쓰레기
감소

위협 요인 감소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해양에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의 감소

연안 및
해양 생물종
연안 및
해양 서식지
인간 건강
및 안전
건강한 경제

A3. 폭우 관리 개선과
폭우시 수로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채택하고
모범 사례 실행

A7. 해양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해변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 실시

A5. 수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정책 강화

최선의 관리
관행 수용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폭우시 쓰레기
관리 실행

폐기물 처분 및
관리를 위한 능력
및 시설 증가

심미적, 내적,
사회적 가치

위협 요인 감축 지표 예시:

수로로 유입되는
고형 폐기물감소

관리 대상 생태계의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양(추정)
-해양으로부터 제거된 고형 폐기물의 톤수
상태 변화에 대한
-해양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육상 기인 쓰레기의 양
조사와 모니터링
-육상기인 고형 폐기물 중 해변에서 발견되거나 수거된 양, 면적, 밀도
-수계 정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수

수계 및 해양에
대한 책임제도 증가

수로에 유입되는
쓰레기 감소

폭우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비율 감소

핵심
추정 실행 기간: 2013-2018

전략

<부록 그림 2>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과 사슬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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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모니터링
중간 결과

위협 감축 결과

관리 대상 생태계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개념 모델

교차 전략
B1. 해양쓰레기의 영향,
예방, 관리에 대해 해양
이용자들에게 교육
B2. 해양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최소화, 해상에서
적절한 보관, 항구 수용시설에서
처리 등의 시행을 개발, 강화
B6. (1)국가·지방 법률
(2)MARPOL 협약 부속서 5,
다른 관련된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의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을 강화
B5.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방지·관리하고 MARPOL 협약
부속서 5,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 실행

B4. 폐어구의 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량어구 사용을 권장

해상 기인 쓰레기의 원인 및 그것이 전략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념모델

폐기물의 선상 보관
및 항구 처리를 위한
방안 및 능력의 부족

MARPOL 부속서
5 및 기타 어업 규제
정책의 실행 부족

마이크로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부족
위협 감축의
조사 및 모니터링

서식지 변형
및 파괴

관리 대상 생태계의
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해양 동물에
의한 섭취 및
생물 축적

연안 및
해양 생물종

먹이 사슬 악화

해양에 있는 고형
폐기물, 화물,
폐어구, 폐선박
쓰레기의 양

어구 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부족
재해성 사건 또는
기계적 결함

B3. 선박 방치와 화물이나
어구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계의 모범사례를
개발, 실시, 강화

해양 동물
얽힘

해상에서
불법적인 투기

MARPOL 부속서 5를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법률 부족

해양쓰레기가 생물,
경제, 인간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평가
지식 부족

연안 및
해양 서식지

외래종 유입
선박 항해
장애

인간 건강
및 안전

수산물 안전
위협

사고에 의한
쓰레기 해양 유입

건강한 경제

폭풍우 및
거친 해상 조건

해양 동물의
사망률 증가

선박 운행의
잘못된 관행

해변의 심미적
가치 감소

선박 유지 관리의
잘못된 관행

핵심
전략

<부록 그림 3>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개념모델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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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모니터링
간접 위협

직접 위협

부적적 영향

관리 대상 생태계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의 인과 사슬

교차 전략
B1. 해양쓰레기의 영향,
예방, 관리에 대해 해양
이용자들에게 교육

B2. 해양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최소화, 해상에서
적절한 보관, 항구 수용시설에서
처리 등의 시행을 개발, 강화

B5.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방지·관리하고 MARPOL 협약
부속서 5,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개발, 실행

B6. (1)국가·지방 법률
(2)MARPOL 협약 부속서 5,
다른 관련된 국제 기구,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의 준수와 이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을 강화

B4. 폐어구의 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량어구 사용을 권장

B3. 선박 방치와 화물이나
어구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계의 모범사례를
개발, 실시, 강화

추정 실행 기간: 2013-2016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위협 요소 감축 결과들을 보여 주는 인과사슬

저비용의 편리한
항구 쓰레기 처리
시설 증가

국가 해양쓰레기
법률 및 정책의
실행

쓰레기 보관 및
처리 대안
이용 증가

해양 투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자의 증가

적절한 쓰레기
처리 비율의 증가

추정 실행 기간: 2020-2030

연안 및
해양 생물종
해상의 불법
투기 사건 감소

위협 요소 감축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연안 및 해양
서식지

해상으로 유입된
고형 폐기물, 유실
화물, 폐어구,
폐선박의 양
해양 투기 관련
법률 실행 증가

인간 건강 및
안전
건강한 경제

해양 투기 관련
법률 실행 증가

관리 대상 생태계의
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추정 실행 기간: 2015-2030

대안적인 어구
사용의 이점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증대

유실되기 쉬운 어구
대신 개발된 대안
어구의 사용 증가

화물, 어구,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가이
드라인에 대한 선장
및 선원의 인식 증진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모범사례의
비용편익 이해 증대

위협 감축 지표들
어구 및 화물의
사고 유실 감소

화물, 어구, 선박에
대한 모범사례를
활용하는 선장과
선원 증가

-유실 화물 톤수
-관찰되는 폐어구 수
-항구 시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톤수
-보고된 위반 건수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중 관찰된 양
-해양쓰레기가 축적된 면적 중 관찰된 면적
-부유 쓰레기 중 수거된 톤수
-부유 쓰레기가 정화된 바다의 면적
-제거 사업에 투입된 인원 수
-구난 신고 건수
-쓰레기 얽힘에 따른 일수 및 인원수
-어구 교체 비용
-바다에서 유실된 컨테이너 수

추정 실행 기간: 2015-2018

핵심
전략

<부록 그림 4>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과사슬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 55 -

조사와 모니터링
중간 결과

위협 감축 결과

관리 대상 생태계

축적된 해양쓰레기의 개념 모델
교차 전략
C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수거 사업 전략에 대해 교육

C2.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 개발, 사용

축적된 해양쓰레기의 원인 및 전략적 관리 방안에 대한 개념모델

해양쓰레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부족

해양쓰레기는 멀리 떨어진 섬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의 해변이나
깊은 해저와 수중 등에
널리 퍼져 있음.
해양 동물 얽힘

C3.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개발

해양쓰레기 평가와
수거를 위한 명확한
지침의 부족

해양 동물 섭취

연안 및 해양
생물종

산호초 감소 및 파괴
C4. 폐어구 및 기타 대형
해양쓰레기 수거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 실시

연안 및 해양
서식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법적 장벽

먹이 사슬 악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과 능력

축적된 해양쓰레기
수거 부족

인간 건강 및 안전
외래종 유입
건강한 경제

C5. 해양쓰레기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지방적 체계를 수립

선박 운행 장애

수산 식품 불안전
C6.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심미적, 내적,
사회적 가치

해변의 미적 가치
감소

핵심
전략

<부록 그림 5> 축적된 해양쓰레기에 대한 개념모델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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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위협

직접 위협

부적적 영향

관리 대상 생태계

축적된 해양쓰레기의 인과 사슬

교차 전략
C1.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수거 사업
전략에 대해 교육

축적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위협 요소 감축 결과들을 보여 주는 인과사슬
해양학적 이해 및
생태학적 이해의
향상을 통해
조사 면적이 감소됨

C2. 현존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 개발, 사용

C3.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개발

C4. 폐어구 및
기타 대형 해양쓰레기
수거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 실시

C5. 해양쓰레기
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지방적 체계를 수립

보고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책임 기관과
이해관계자간 협력 증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보고 증가

추정 실행 기간: 2020-2030

해양쓰레기 위치 파악
효율성 증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효과성 증가

해양쓰레기
수거율 증가

연안 및 해양
서식지
인간 건강 및
안전

해양쓰레기
현존량 감소

건강한 경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과
메카니즘 확립

심미적, 내적,
사회적 가치

추정 실행 기간
2015-2030

해양 이용자들에 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노력 증가

위협 요인 감소의 지표
-해양쓰레기에 대한 보고 건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건수
-단위노력당 쓰레기 수거량
-해양쓰레기 1톤당 수거비용
-정화된 지역 면적
-해양쓰레기 수거 톤수
-해양동물 및 선박 걸림 건수

C6. 해변, 해저,
수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추정 실행 기간: 2013-2016

연안 및 해양
생물종

위협 요소
감소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관리 대상 생태계의
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추정 실행 기간: 2015-2018

핵심
전략

<부록 그림 6> 축적된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과사슬
(출처: 제5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에서 개최된 인과사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검토에 의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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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모니터링
중간 결과

위협 감축 성과

관리 대상 생태계

참고 - 번역에 사용한 주요 용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 발생량(flow)은 특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이며, 현
존량(stock)은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수치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호놀룰루 전략의 전반에 걸쳐 발생량과 현존량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목표 A와
목표 B는 육상 기인 쓰레기와 해상 기인 쓰레기의 발생량(amount of marine debris)을 감
축하는 목표인 반면, 목표 C는 해양환경에 이미 축적된 현존량(amount of accumulated
marine debris)을 감축하는 목표이다. 번역에서는 영어 표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발생량과 현존량을 뜻하는 경우 발생량과 현존량(또는 축적된 해양쓰레기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best practice: 모범사례.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이 용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
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고 따라할 만한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를 의미한다. 기존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다른 문서에서는 우수 사례나 최선책으로 번역되는 일도 있지만, 본 문서에서는 일관되게
‘모범사례’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manager: 공무원.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scientists, practitioners, managers, and the
private sector 등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호놀룰루 전략이 만들어졌던 5차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민(환경운동가), 관(공무원),
산(산업계), 학(과학자, 학계)이 모두 참여했다. 예를 들어 미국 해양대기청이라는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주최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practitioners나 managers는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람, 즉, 공무원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간혹
문맥에 따라 ‘폐기물 관리자(waste manager)’ 등 ‘관리자’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potential action: 가능한 사업.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을 각각 제시하고 또 그 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수 십 가지씩 제시하
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가능한 사업’으로 번역하였다.

private sector: 산업계(또는 업계). 호놀룰루 전략에서 private sector는 ‘civil society,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라는 식으로 자주 표현된다. private sector는 흔히
민간 부문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civil society(시민 사회)나 the public(대
중)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즉, 산업계를 뜻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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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jects, initiative: 정책 및 사업. 호놀룰루 전략 전반에 걸쳐 policy(정책)라
는 말은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반면, program 등의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한다. 한국에서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 지자체나
연구소, 민간단체가 수행한다. 그래서 program이 ‘정부정책’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고, 구체
적인 사업을 지칭할 때는 ‘사업’이라고 번역하였다.

progress: 성과. 사전적인 의미로 ‘경과’나 ‘발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호놀룰
루 전략에서 progress는 호놀룰루 전략을 시행한 이후에 나타난 경과라는 뜻으로 많이 사
용되었다. 그래서 ‘성과’로 번역하였다.

regional, national, local: 지역, 국가, 지방. 호눌룰루 전략에서는 ‘regional, national,
local’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regional은 지역해 규모를 의미하므로 지역으로, local은 지
방자치단체 규모를 의미하므로 지방으로 번역하였다. 지역-국가-지방으로 갈수록 지리적
범위는 줄어든다.

solid waste: 쓰레기,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 문맥에 따라서 ‘쓰레기’라고 하기도 하
고 ‘폐기물’ 또는 ‘고형 폐기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호놀룰루 전략 자체가 해양쓰레기를
다루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액체나 기체를 포함하지 않고 고체만을 다룬다. 그러므로 굳
이 고형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고, 폐기물이라고 해도 문맥에서 모두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해양쓰레기가 되기 전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선박에서 해양쓰레기가 되기 전 선상
에서 보관하는 쓰레기 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형 폐기
물’이나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target of concern: 생태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관심목표’이다. 본 문서에서는 개념
모델과 인과 사슬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생태계의 요소 중 어떤 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는 관심 대상이 되는 특정 생물 종이나 서식지를 뜻하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관심을 둔
목표로 번역하면, 문맥상 뜻이 통하지 않으며, 개념 모델과 인과사슬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해양쓰레기 정책에서 관심을 둔 목표는 바로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있
는 생물종이나 서식지, 혹은 넓은 범위에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도 생태계 요소 중 일부이므
로 이를 생태계로 번역하였으며, 문맥에 따라 다른 말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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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은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국토해양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환
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
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www.osean.net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