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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현재 해양쓰레기 통계는 현지 수작업 조사를 통하여 작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박/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예측 방안이 없다. 그래서 지능적인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정책 수

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연구 목적) 해양쓰레기 분포 맵 및 해양쓰레기 위해도 평가 기반 체계적 관리 및 수거, 처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 연차별 주요 내용

표 1-1. 연차별 주요 내용

연차 연구내용

1차년도(2020년)

Ÿ 수거지원 정책 및 유관기관 정보 수요 분석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수거지원 관련 정보 수요분석

Ÿ 해양쓰레기 수거 및 모니터링 현황 분포지도 기본설계

 -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포맵 제작 기본설계

2차년도(2021년)

Ÿ 해양쓰레기 수거 및 모니터링 현황 분포지도 상세설계

 -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시스템 상세설계 및 확보데이터 지도 DB 구축

Ÿ 관리지원 시스템 상세설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표준을 최대한 적용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적용 방안 수립

3차년도(2022년)
수행중

Ÿ 관리지원 시스템 모듈 구현 및 검증

 - 조사, 수거, 연근해침적, 해안쓰레기 포맷 정의 및 공간정보 시계열 정보로 DB구축

Ÿ 분포 맵 구현 및 이동예측 모델연계

 - 전자해도 기반 해양쓰레기 공간정보 지원 맵서버 모듈 구현

 - 정의된 데이터를 전자해도상 표출 기능 구현(영역정보 및 통계데이터)

4차년도(2023년)

Ÿ 이동예측 모델 통합 및 프로토타입 개발

 - 수집한 공간정보 및 이동/예측모델 통합

Ÿ 관리지원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수요자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모듈 개발

5차년도(2024년)

Ÿ 분포지도 및 관리지원 시스템 통합

 -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및 관리지원 시스템 통합 및 보완

Ÿ 이동예측 모델 통합 및 프로토타입 개발 보완

 - 해양쓰레기 정보 입체적 표출 기능 개발

공간정보 기반의 해양쓰레기 분포맵 구축 및 수거·대응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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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현황

- 지자체 및 여러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중 연구모델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선정하여 포맷을 정의 

하고 DB 구축 및 자료공유에 초점을 맞춰 개발 진행 중이다. 또한 수집된 어선의 항적정보(V-Pass)를 

격자화하여 연구모델에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그림 1-1. 어선의 항적정보(V-Pass)를 격자화하여 해쉬맵데이터 생성 결과

출처: 저자 작성.

- 해경에서 제공받은 어선 항적정보를 선박별, 톤수별, 선박척수별 격자화하여 해쉬맵 데이터를 생성 

후 표출하였다.

그림 1-2. 정의된 포맷 데이터 DB구축 및 표출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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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포맷 정의 및 DB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표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1-3. 정의된 포맷 데이터 업로드 & 다운로드를 통한 공유체계

출처: 저자 작성.

-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확인 가능하다. 필요한 정

보를 검색 및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 향후 과제 활용 방안

- 통계기반의 명확한 발생원 데이터를 통해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조사, 

수거 사업대상지 선정을 지원하고 수거, 탐색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통계 데이터만이 

아닌 시계열 공간 데이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a)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연구 공동수행기관 GMT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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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대량 유입된다.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수거 및 처리해 홍수기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비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안으로 밀려든 쓰레기를 처

리하느라 곤욕을 치른다. 

- 자연재해로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는 발생한 양이 많기도 하고 해양공간을 이용하거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해안으로 밀려든 쓰레기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 정부는 자연재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재난안전법」 상 재난에 

따른 지원 기준에 해당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 

- 국비 지원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으로 인정하면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 자연재해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 지정과 지자체 재정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 미국에서는 해양쓰레기법에 근거하여 국가해양국(NOAA)에서 “심각한 해양쓰레기 발생사태”를 선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다. 

- 우리나라도 관할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책임을 지더라도, 해양수

산부나 해양경찰청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역할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지자체별로 재해쓰레기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해안가에 부착된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4대강 수계관리 기금 활용,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지원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연재해 해양쓰레기 대응체계 개선돼야 a)

참고자료 a)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725.22021

006365(2022. 7.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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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항만에 폐타이어가 대규모로 침적된 곳이 발견되면서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 일반적으로 소형 선박에는 타이어를 사용해 이·접안 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 타이어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 선박에서 떨어져나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폐기물이 된다.

- 침적 폐타이어를 수거하려고 해도 물량장 주변에는 소형선박이 많이 접안하기 때문에 작업공간 확보 

문제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수거작업이 쉽지 않다. 

- 그런데 최근 부산의 부산항 봉래동, 청학동 물량장 앞바다에 폐타이어가 대량으로 침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주요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를 시급히 수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22년도에는 지자체, 항만종사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탐문조사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침적폐타이어 수거사업을 수행할 대상 해역을 정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이 정해지면 음파탐지나 잠수

조사를 통해 사업의 물량과 수거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부산항 봉래동, 청학동 앞바다 등에서 

시범적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 2023년에는 올해 실시한 침적지 조사와 시범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해역을 선정

하고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게 되고, 수거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항만 침적 폐타이어 일제 수거 a) 

그림 1-4. 부산항 폐타이어 수거 대상 지역

<봉래동> <청학·동삼동>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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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7월에는 침적폐타이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가 모인 자리를 마련하여 

침적쓰레기 수거 계획과 발생 예방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관련 업계는 침적폐타이어 수거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와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a)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 일제 수거 추진’, 2022.7.18.,https://www.mof.g

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6739(2022. 7. 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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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b) 

- 지난 5월, 부산시는 해양환경공단(KOEM),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

진흥공사(KOBC) 등 관계 기관과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해

역별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4일 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원하기로 했다. b)

- 부산시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 해양환경공단은 부산 지역에서 발생 및 수거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를 지원, 

해양폐기물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협업, 반려해변 프로그램과 해양환경 교육을 지원한다. 

-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내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항만 내 폐플라스틱을 수거 및 처리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연안정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연구와 관리방안 수립, 해양환경 교육 관련 인적

자원과 정보를 교류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해양환경보호 캠

페인에도 동참한다.   

부산시, 4개 해양항만 기관과 해양쓰레기 저감 MOU 체결 

그림 1-5.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강화 업무협약식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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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협약기관과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b)

- 관계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점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여름 동안에는 북항과 남항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감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해양쓰레기 관리와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시민캠페인을 추진하고, 북항과 남항 일대를 중

심으로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수거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a)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photobodo/1533130(2022. 7. 5. 검색)

b)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해양관련기관, 깨끗한 부산 바다 만들기에 맞손’, https://www.bus

an.go.kr/nbtnewsBU/1533010?curPage=1&srchBeginDt=2022-06-27&srchEndDt=2022-0

7-04&srchKey=&srchText=(2022.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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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은 하천하구·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매년 옹진군은 조업 중 발생 또는 중국과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

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처리량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옹진군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해양쓰

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우선 약 500명 이상의 상시 인원을 배치하여 900톤 가량의 하천하구 쓰레기를 수거하고, 1,500여 

톤의 폐어구 등을 반출 및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스마트 해양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이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폐어구 무단 해

양투기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옹진군, 하천하구·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개선방안 모색 a) 

그림 1-6. 하천하구·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참고자료 a)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10477&bcd

=report(2022. 7. 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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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 ‘해(海)치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a) b)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자발적으로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해 지난 8월 8일부터 12월까지 현장참여와 온라인참여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이 캠페인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시행 중이며,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5,000원 상당의 음료로 교환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 현장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분소·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20L 쓰레기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받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

거해 봉투를 가져오면 된다.    

- 온라인 참여를 원할 경우,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탐방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되어 있는 

20L 쓰레기 수거용 친환경봉투를 가져가 해양쓰레기를 채운 뒤 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instagram.com/knps

_taean)에 확인 요청을 하면 이후 모바일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해치움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해(海)치움 캠페인 시작

참고자료 a) https://www.knps.or.kr/front/portal/open/pnewsDtl.do?menuNo=7020013&pnewsId=PNE

WSM021973(2022. 8. 5. 검색)

b)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381(2022. 8. 5. 검색)

그림 1-7. 해치움 캠페인 현장 참여 방법

출처: 아래 참고자료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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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해양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b) 

- 서귀포시 안덕면은 해양환경 보호 운동 민·관 협력사업 제휴식을 가진 뒤, 8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비치코인 데이’로 삼아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비치코인(Beach Coin)은 해변(Beach)을 빗질(combing)하듯 해양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의 비치코

밍과 동전을 의미하는 코인(coin)의 합성어로, 해양쓰레기를 주우면 커피쿠폰을 주는 캠페인이다.

- 참여를 희망할 경우, 안덕면에 위치한 황우치해변, 용머리해변, 사계해변 등에서 활동 중인 바다환경

지킴이에게 해양쓰레기 전용 마대를 받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지킴이가 쓰레기가 담긴 마대를 확

인하고 커피쿠폰을 발급해준다. 

- 해당 캠페인은 올 10월 13일까지 계속되며, 각 해변에 지정된 제휴카페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매주 카페마다 10장씩 총 400장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서귀포시, ‘비치코인 데이’ 운영 

참고자료 a) https://www.youtube.com/watch?v=lG1bEMRYFMo(2022. 8. 25. 검색)

b)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315(2022. 8. 25. 검색)

그림 1-8. 비치코인 캠페인 언론 보도 장면

출처: 아래 참고자료 a),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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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에 집중호우 발생으로 대량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었다. a) b) 

- 8월 중순,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약 500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가 금강에 유입되어 금강하구를 지나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 집중호우가 내리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하굿둑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갑문을 열었는데 폭우로 밀

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빠져나가 서천과 군산 앞바다로 떠내려갔다.  

- 금강하굿둑을 타고 대량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나가 쓰레기 섬으로 변했고, 어민들 어선과 충돌

하고 어구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처리가 시급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b) 

- 해양쓰레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책임기관이 달라지다보니,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가 반복될 

때 마다 재해기 부유쓰레기 처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지자체 간 재해기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문제 반복

그림 1-9. 집중호우 발생 후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출처: 아래 참고자료 a)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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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의 경우 본류는 금강유역환경청, 하굿둑은 한국농어촌공사, 앞바다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 

북쪽은 충청남도와 서천군, 남쪽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다. 

- 환경부에서 ‘수면 관리자’를 지정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으나, 기관들은 예산, 인력, 장비 부족 등의 

한계로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관련하여 충남연구원은 재해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처리비용 분담문제에 대한 재논의,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수거처리비용 

지원이 필요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드론이나 차단막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a)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2106(2022. 8. 28 검색)

b)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9920(2022. 8.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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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 올 해 초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 참석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30배 더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제

품을 제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 얼마 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의 옆면 버튼 내부에는 폐어망을 녹여 만든 

플라스틱 지지대(사이드키 브래킷)가 사용되었고, 무선 이어폰인 ‘버즈2프로’의 충전케이스 내부 부품

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이 활용되었다.

- 뿐만 아니라, 올 해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된 TV, 모니터, 리모컨 신제품도 선보였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와 세탁할 때 의류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며, 9월 IFA 2022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LG전자도 자사의 주요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올해 LG전자는 올레드(OLED) TV에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을 활용했고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모니터, 

사운드바 등에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 LG전자는 2021년에 약 27,000여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2030년까지 총 60만 톤을 사용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활성화되고 플라스틱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전자

업계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자업계, 재활용 제품 활용에 앞장서 a)

참고자료 a)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2831921(2022. 8. 29. 검색)

그림 1-10. 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삼성제품

출처: (좌)https://www.etnews.com/20220810000204(2022. 8.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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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립튀넨연구소의 연구 결과, 미세섬유 섭취는 어류 건강 및 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b) c)

- 독일 국립튀넨연구소(Thuenen Institute)의 연구팀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이들은 9주 동안 폴리에스테르섬유 또는 면섬유를 추가한 먹이를 큰가시고기에게 공급한 후 어류의 

건강, 성장 및 면역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 실험 결과,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 폴리에스테르섬유 섭취는 어류의 신체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자연 상태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폴리에스테르섬유도 어류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면역 파라미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미세섬유의 섭취에 의한 변화는 없음

   • 폴리에스테르섬유뿐만 아니라 천연 면섬유 섭취 역시 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미세플라스틱 섬유 섭취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  

그림 2-1. 실험 설계 및 결과 요약

출처: Bunge et al.(2022), Less impact than suspected: Dietary exposure of three-spined sticklebacks to mic
roplastic fibers does not affect their body condition and immun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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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다른 어종뿐만 아니라, 척추동물들은 유사한 장 시스템을 갖고 있

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척추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연구책임자는 “이 연구가 미세섬유 섭취가 어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발달을 억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곧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b)

참고자료 a) https://www.bkv-gmbh.de/news-reader-4/study-microplastics-not-harmful-to-fish-an

d-consumers.html(2022. 8. 25. 검색)

b) https://www.butenunbinnen.de/nachrichten/studie-auswirkungenen-mikroplastik-fische

-bremerhaven-102.html(2022. 8. 25. 검색)

c) Bunge et al.(2022), Less impact than suspected: Dietary exposure of three-spined st

icklebacks to microplastic fibers does not affect their body condition and immune par

ameters(2022. 8.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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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섬 지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집하·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a)

- 플라스틱 해양폐기물 수거·집하시설의 운영은 폐기물 전문회사인 Comox Strathcona Waste 

Management가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은 캐나다 민간 기구인 Ocean Legacy Foundation가 

담당하고 있다. 

- 수거·집하 시설은 올 6월 밴쿠버 섬(Vancouver Island) Cumberland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집하된 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은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져 판매된다.

- 밴쿠버 섬에는 섬과 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폐기물, 조업과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어망과 부표와 

같은 어업폐기물이 다량으로 수거되고 있다.

- 그 동안 섬 내에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수거·집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 수거·집하 시설은 밴쿠버 섬 서쪽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섬 내에 설치된 간이 

집하장으로 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이 모이게 된다.

- 집하된 폐기물은 Ocean Legacy Foundation가 섬 인근 육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생산 시설로 

옮겨져 재활용 원료인 레진으로 만들어져 판매(LEGACY PLASTIC) 된다. b)

캐나다, 섬 발생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운영  

참고자료 a) https://www.cheknews.ca/ocean-plastic-recycling-centre-opens-in-cumberland-collect

ing-discarded-fishing-gear-and-marine-debris-1066577(2022. 6. 26. 검색)

b) https://legacyplastic.ca(2022. 6. 26. 검색)

그림 2-2. Legacy Plastic 홈페이지 사진

출처: 아래 참고자료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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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egacy Foundation는 캐나다에 위치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비영리 단

체이다. a)

- 이 재단은 2013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 이 단체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EPI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EPIC 프로그램은 기존 민간단체의 활동이 교육이나 정화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 

연구(Education&research), 정책과 지지(Policy&advocacy),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정화와 복원(Cleanup & restoration)’ 등 4개의 사업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활동이다.

■ EPIC 프로그램에 따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교육 활동과 재활용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단체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교육 프로그램b)은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

누어 교육되고 있다. 각 단계는 각각 5개의 세무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이고 2단계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 이 단체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대표적인 활동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사업c)이다. 이 활동은 

수거된 폐어망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 원료로 제작하여 생산하는 사업으로 자체 브랜드인 

‘LEGACY PLASTIC’으로 판매되고 있다.

- 또한 정화 및 복원 분야d) 관련하여 플라스틱 우심지역 지도 제작, 정화 활동 계획 및 실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책과 지지 분야e)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보고서 제작 및 배포,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 제시,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Ocean Legac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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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cean Legacy Foundation의 EPIC 관련 주요 활동

출처: 아래 참고자료 d)와 동일

참고자료 a) https://oceanlegacy.ca(2022. 6. 9. 검색)

b) https://edu.oceanlegacy.ca/?_ga=2.203692633.819735177.1660074895-384969683.165

8863165&_gl=1%2A1ixz39h%2A_ga%2AMzg0OTY5NjgzLjE2NTg4NjMxNjU.%2A_ga_XNQ

BQPL8F6%2AMTY2MDA3NDg5NS4yLjEuMTY2MDA3NTU1MC4w%2A_ga_E3KBBQ3BM

K%2AMTY2MDA3NDg5NS4yLjEuMTY2MDA3NTU1MC4w(2022. 6. 9. 검색)

c) https://legacyplastic.ca(2022. 6. 9. 검색)

d) https://oceanlegacy.ca/cleanup-restoration(2022. 6. 9. 검색)

e) https://oceanlegacy.ca/policy-advocacy(2022. 6.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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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서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공동체 기반의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a)

- 이 활동은 Oregon과 Washington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NOAA의 해양쓰레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 활동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수거와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 추진

된다는 특징이 있다.

■ 이 활동은 지역에 특화된 해양쓰레기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해

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 워싱턴 주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당 거주 지역에 고유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영상을 촬

영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 남서 워싱턴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해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참여하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10개월 동안 18,000 파운드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 Neah Bay에서는 지역 어업인과 협력하여 12,700 파운드의 폐어구를 수거하여 플라스틱 원료인 재

활용 펠릿을 생산했다.

- 오레곤 주에서는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마리나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40척의 선박이 침몰되기 전에 

제거하였다.

미국 지역 공동체 기반의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그림 2-4. 미국 북서태평양 연안의 지역 공동체 기반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참고자료 a) https://blog.marinedebris.noaa.gov/index.php/protecting-pacific-northwest-shorelines-c

ommitted-community?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2022. 8.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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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주요 식료품회사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제시했던 플라스틱 감축 목표의 이행 여

부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 독일 방송매체인 DW(Deutsche Welle)와 유럽 데이터 저널리즘 네트워크(European Data 

Journalism Network)의 파트너 미디어는 유럽에 본사를 둔 총 24개의 식료품회사가 지금까지 자발

적으로 제시한 플라스틱 관련 목표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총 98개의 자발적 선언이 수집되었는데, 이 중에서 아직 목표년도에 도달하지 않은 61건을 제외하고 

목표년도가 지난 37건에 대해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32%만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미달성(35%)이거나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32%).

- DW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약속을 미이행한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목표를 삭제하거나 목표년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럽 식료품회사들 상당수는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 미달성

그림 2-5. 유럽의 주요 식료품회사들의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 이행 여부

출처: https://www.dw.com/en/european-food-companies-break-their-plastics-promises/a-62622509(2022. 8.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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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다농(Danone)은 2008년에 1년 내에 물병의 5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으나, 2011년에는 목표를 20~30%로 수정하였으며, 최초 목표연도

(2009년)로부터 16년 후인 2025년에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다농의 재활용 

PET 비율은 여전히 약 20%에 불과하다.

그림 2-6. 다농(Danone)의 플라스틱 관련 자발적 목표치 및 실제 이행 비율

출처: https://www.dw.com/en/european-food-companies-break-their-plastics-promises/a-62622509(2022. 8. 
29. 검색) 

■ 기업의 자발적인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법률 제정 및 소비

자들의 적극적인 요구, 기업들의 이행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a) b) c)

- 관련 전문가들은 ‘버진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관련 법률 제정 등 구속력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또한, 기업의 감축 선언이 ‘그린 워싱(Green Washing)’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축 선언을 

문서화하고, 기업 스스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예로 EU는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에 현재까지 총 48개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을 수집·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Ellen 

MacArthur 재단은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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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에 제시된 기업 서약서(일부 발췌)

출처: https://circulareconomy.europa.eu/platform/en/commitments/pledges(2022. 8.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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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업의 플라스틱 관련 선언 이행 여부 점검(Ellen MacArthur 재단)

출처: https://ellenmacarthurfoundation.org/global-commitment/overview(2022. 8. 29. 검색) 

 참고자료 a) https://www.dw.com/en/european-food-companies-break-their-plastics-promises/a-6

2622509 (2022. 8. 29. 검색)

b) https://circulareconomy.europa.eu/platform/en/commitments/pledges (2022. 8. 29. 검색)

c) https://ellenmacarthurfoundation.org/global-commitment/overview (2022.8.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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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루르강 유역의 도시 뮬하임의 다이버단체가 항만구역 수중쓰레기 수거작업을 실

시하였다. a)

- 지난 8월 말, 독일 루르강 유역의 공업도시 뮬하임(Muelheim)의 다이버 클럽 회원들이 항만구역 수

중청소를 실시하였다.

- 청소팀은 각각 수중작업을 하는 다이버 2명 및 육상 도우미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육상 도우미와 끈으로 연결한 채 수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시 소속 처리장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된다.

그림 2-9. 뮬하임 다이버단체 항만구역 수중청소 작업 

출처: https://www.lokalkompass.de/muelheim/c-natur-garten/klar-schiff-auch-unter-wasser_a1768375#galler
y=null(2022. 8. 29. 검색)

■ 이번 수중청소 작업은 PADI AWARE 재단이 지원하였다. a)

-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는 전 세계적으로 6,600개 이상의 다이빙 센터 

및 리조트와 128,000명 이상의 전문회원을 보유한 다이빙 강사 전문협회이며, PADI AWARE 재단은 

전 세계 해양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이다. 

독일 다이버 단체, PADI AWARE 재단 지원으로 하천 수중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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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여 년간 PADI AWARE 재단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 멸종위

기종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뮬하임의 항만구역 수중청소 작업도 이 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2-10. PADI AWARE 재단 비전

출처: https://www.padi.com/aware/our-work?_ga=2.194670829.1131498217.1661754011-854555186.1661754
011&_gac=1.150785666.1661755514.EAIaIQobChMIzMX6wbnr-QIVwmSLCh2T6AUzEAAYASAAEgK1fPD_B
wE(2022. 8. 29. 검색)

참고자료 a) https://www.lokalkompass.de/muelheim/c-natur-garten/klar-schiff-auch-unter-wasser

_a1768375#gallery=null(2022. 8. 29. 검색)

b) https://www.padi.com/aware(2022. 8.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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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a)

- 이 영화는 지난 2021년 단편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30여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대되어 상영되고 

있다.

- 이 영화의 제작자는 알래스카에서 자란 Max Romey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알래스카 바다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였다.

- 이 영화는 5분 14초 분량의 단편 영화로, 영화 제목은 “If You Give A Beach A Bottle”이다.

■ 알래스카의 해양쓰레기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쓰레

기도 상당하다.

- 이 영화는 알래스카 바다에서 정화 활동으로 수거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육상 플라스틱 쓰레기와 어업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다.

- 이 영화는 유튜브(youtube.com/watch?v=vpCdyXen_qI)와 작가 홈페이지(maxromeyproductions.

com/alaska-marine-debris)에서 감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a) https://www.alaskasnewssource.com/2022/07/12/alaskan-filmmakers-new-project-hig

hlights-plastic-marine-debris(2022. 7. 25. 검색)

그림 2-11. Alaska Marine Debris 홈페이지 메인 사진

         출처: http://maxromeyproductions.com/alaska-marine-debris(2022. 7. 25. 검색)

알래스카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다룬 단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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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되었다.  

- 영국의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lymouth Marine Laboratory, PML)의 연구자들 그 동안 수중로봇, 드론, 

무인보트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탐지하는 방식과는 달리 저비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해양플라스틱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 이 모델은 플라스틱 유무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95%에 이르고, 플라스틱 용기 또는 병 등 다양한 형

태의 플라스틱을 68%의 정확도로 구별해 낼 수 있다. 

- 연구진에 따르면, 이 모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방, 플라스틱병, 부표 딱 3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을 

판별해 낼 수 있을 정도 학습된 상태였는데 이후 더 많은 훈련을 통해 현재는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플라스틱이 표면에 떠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며, 플라스틱이 물에 일부 잠겨 있을 때도 비닐봉

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 영상은 PML의 고성능 컴퓨터인 MAGEO 슈퍼컴퓨터(지구 관측을 위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통해 

실행된다. 

■ 연구진은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 이 모델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비용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보트 소유자, 시민과학자, 연구원들이 쉽게 이용

하고, 장거리 자율연구 선박이나 유인 또는 무인선박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고 다양한 영역과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으며, 이는 위성데이터에서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방법을 개발 및 검증하고, 플라스틱의 이동 

최종 위치와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 궁극적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정화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플라스틱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AI 모델 개발 a)  

참고자료 a) https://resource.co/article/new-ai-model-detects-and-categorises-marine-plastic(202

2. 8. 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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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선전시 정부는 6월 8일 「선전시 해양경제발전 14·5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 선전시는 ‘13·5’기간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었고, 

현대화된 해양산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과학기술의 혁신력을 제고하는 등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 선전시 정부는 지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추진할 「선전시 

해양경제발전 ‘14·5’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이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육상·해상 융합발전, 해양경제 성장, 해양과학기술 선도,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 조성, 해양문화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장기 비전으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를 건설하고 국제선도 지역으로 발전을 설정했다. 

■ 선전시 해양경제발전 ‘14·5’ 계획의 추진과제로 총 7개 분야를 제시했고, 중점 추진과제 

중 해양쓰레기 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선진시는 ‘14·5’ 계획에서 7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① 해양경제 발전 공간구도 통합, ② 자원 집

중으로 선도적 시범구역 추진, ③ 해양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보완, ④ 해양신흥산업의 새로운 발전동력 

육성, ⑤ 해양전통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⑥ 해양 생태문명 건설 강화, ⑦ 개방협력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능력 제고가 이에 해당된다.

표 2-1. ‘14·5’ 기간 선전시 해양경제발전 추진과제

중국 선전시(深圳市) 해양경제 발전 '14·5' 계획 발표 a)

추진 과제 주요 내용

해양경제 발전 공간 구도 
통합

Ÿ '광선강(广深港, 광둥-선전-홍콩)' 해양과학기술혁신회랑 및 '선후이샨(深惠汕, 
선전-후이저우-샨터우)' 해양산업발전회랑 건설

Ÿ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집적구역, 신흥산업 선도구역, 과학기술·교육·산업·도시 
융합발전 시범구역 및 선샨(深汕, 선전-샨터우)산업 확장구역 구축(총 4개 구역)

자원 집중으로 선도적 시범 
추진

Ÿ 해양대학교 중점적으로 건설, 고급인재 유치
Ÿ 심해과학조사센터 조속히 설립, 심해기술의 집성·혁신 추진
Ÿ 국제해양개발은행의 설립 모색, 금융서비스의 질 제고

해양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보완

Ÿ 핵심 해양기술의 난제 돌파
Ÿ 해양과학기술 상용화를 위한 종합 서비스 강화
Ÿ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 인프라 완비

해양신흥산업의 새로운 
발전동력 육성

Ÿ 해양전자정보산업 대대적 발전
Ÿ 해양공정장비산업의 지능화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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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해양 생태문명 건설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1)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 블루카본 연구 및 사업화 추진 모색, 3) 해양안전 및 공공서비스 능력 제고로 구성

되어 있다.  

- 이 중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시범사업’에서는 

해양유입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에 대한 관리와 해양쓰레기 관리제도 수립 및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처리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2-2. 해양 생태문명 건설 관련 주요 조치

주요 조치 주요 내용

해양생태 
보호·복원 
시범사업 

추진

Ÿ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실시
   - 해양자원 및 해양오염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생태환경 전문조

사를 진행

Ÿ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호 강화
   -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며 연안, 도서 및 자연보호지에 대한 전

체적인 보호를 추진
   - 해양생태회랑 및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 구축

Ÿ 육·해 오염 종합정비 실시
   - 바다유입 오염물 배출 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선전만(深圳湾)의 오염정비를 전개
   - 해양쓰레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 및 처리를 강화
   - 경제발전 방식과 해양생태환경보호 간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Ÿ 해양생태 보호·복원 시범사업 혁신
   - 선샨(深汕)해역에 대한 전체 보호·복원을 추진하고 연안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며 해안선 

및 조류 서식지 복원을 진행
   - 맹그로브 숲, 산호초, 사질 해안선 등 대표적인 해양생태계 보호·복원사업과 베이(bay) 정

비사업 추진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의 p.11

참고자료 a) 「KMI 중국리포트」 제22-12호, 2022년 6월 30일, https://www.kmi.re.kr/web/trebook/vie

w.do?rbsIdx=139&idx=19335(2022. 7. 1. 검색)

Ÿ 해양바이오의약산업 경쟁력 제고
Ÿ 해양신에너지산업 적극적 육성

해양전통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Ÿ 해운·항만의 질과 효율성 동시에 제고
Ÿ 연해관광 및 해양문화·체육 발전 추진
Ÿ 해양석유·가스 및 광산자원 개발능력 향상
Ÿ 해양어업 패턴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해양 생태문명 건설 강화
Ÿ 해양생태 보호·복원 시범사업 추진
Ÿ 블루카본 연구 및 모색 강화
Ÿ 해양안전 및 공공서비스 능력 제고

개방·협력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능력 제고 

Ÿ 위에강아오대만구의 해양협력 강화
Ÿ 국내 다른 지역과의 해양협력 전면적 추진
Ÿ 자원배치 능력 제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의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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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구조되었는데, 6일 동안 플라스틱 조각만 

배변했다. a) b)  

- 최근 호주의 시드니 타마라마 해변 인근에서 오른쪽 지느러미 발 하나가 없고, 왼쪽 지느러미도 상처를 

입은 127g 정도의 작은 새끼 거북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 이 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 ‘위기(Endangered, EN)’ 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푸

른바다거북이며 거북이 알과 아성체 남획, 어업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변에서 구조된 거북은 바로 야생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다행히도 건강은 양호한 편이

었으며 헤엄치는 데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 그러나 사라 말레(Sarah Male) 타롱가동물원 수의사에 따르면, 구조된 이후 6일 동안 거북은 미세플

라스틱만 계속 배설했는데, 플라스틱의 색상, 크기, 종류 등 형태가 다양했다고 한다. 

- 이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7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함께 우리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를 부검해 소화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34마리 중 28마리의 배속에서 해양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전 세계에 총 7종의 바다거북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부검한 바다거북류는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등 4종이다.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새끼, 6일간 플라스틱만 배설

그림 2-12. (좌)구조된 새끼 푸른바다거북, (우)새끼 거북이 배설한 플라스틱 조각들

출처: 아래 참고자료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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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연안의 해양오염 실태와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에게 해양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육상기인 생활쓰레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a)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08010008(2022. 8. 29. 검색)

b)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1(2022. 8. 30. 검색)

c)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6/30/3AYLBP6CU5EQDO4KMUPBM

W4EWI/(2022. 8. 30. 검색)

그림 2-13. 바다거북의 소화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종류

   출처: 아래 참고자료 c)와 동일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080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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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 b)

-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IMDC)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개발, 민간 협업, 교육, 정책 등의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행사이다. 

- 이 컨퍼런스의 주최기관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그간 우리 정부의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 1984년 제1차를 시작으로 6차까지 미국에서 개최되어온 이 콘퍼런스를 미국 외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가 있다. 

- 이 콘퍼런스는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 주관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 7IMCD 전체 및 세부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다. b) 

- 콘퍼런스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총 110개의 기술세션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산업시찰 및 투어, 다양한 부대행사 및 스폰서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안내

그림 3-1. 7IMDC 전체 프로그램

       출처: 아래 참고자료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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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포스터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참고자료 a) https://www.koem.or.kr/site/koem/bodo/selectBodoView.do?dataIdx=6971#(2022. 4. 5. 검색)

b) https://www.7imdc.org/program/agenda?lang=(2022. 6.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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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해양 및 과학협력에 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가 열

렸다. 

-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주제로 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외에도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미국이 참가

했으며, 토론 주제로는 동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상황, 서식지 복원, 기후변화 적응, 해

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기반의 정책 결정, 고형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관리 등에 논의한다.

■ 동아시아국가들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에카파브 판타봉(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 사무차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영상 연설에서 “해

양쓰레기는 실제로 인간의 건강과 경제발전을 가장 빠르게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전 세계가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 차관은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변혁적인” 해결

책을 찾기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가 비록 현재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영향 

등 지역적 문제와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EAS 지역은 세계적인 해양생물다양성의 핫스팟

이므로 해양환경이 직면한 문제에 시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신 플라스틱 경제: 플라스틱의 미래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바다는 과열되고 산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아시아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포럼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방치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2년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a) b) 

참고자료 a) https://www.pna.gov.ph/articles/1182481(2022. 8. 31. 검색)

b) https://www.manilatimes.net/2022/08/31/news/national/asean-committed-to-tackle-marine-

pollution-official/1856668(2022. 8. 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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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a)

- 이 공모전은 Global Environmental Education Partnership이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청(EPA)과 

북미 환경교육협회(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대만 해양보전청

(Taiwan Ocean Conservation Administration)이 후원하고 있다.

- 이 공모전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공모전은 9월까지로, 신청 분야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등이다.

- 공모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5~30세의 개인이거나 그룹이다.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조사, 분포

   • 부유 및 침적쓰레기 수거

   • 해양쓰레기 재사용 및 재활용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hegeep.org/youth-innovation-challen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a) https://www2.fundsforngos.org/environment/youth-innovation-challenge-2022-tackling

-marine-debris/  (2022. 6. 25. 검색)

그림 3-3. 2022 Youth Innovation Challnege 이미지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GEEP,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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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초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개최되었다. a) c) 

- 2022년 8월 4일~5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열렸고, 국내외 환경 리더와 전문가, NGO 등이 참석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제주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 유네스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플라스틱 제로 글로벌 위원

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이번 포럼은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과 적정 처리를 위한 대안,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등을 다루는 세션들로 진행되었다.  

- 포럼 첫째 날 메인세션에서는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패널 토의가 있었고, 일반세션

①은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 일반세션②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를 주

제로 각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포럼 둘째 날에는 총 4개의 일반세션이 마련되었는데, 기업의 미래와 ESG,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대응 기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세계 플라스틱 오염과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 활동 사례를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당시 포럼 현장의 녹화 영상은 유튜브 ‘2202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

능하다. d)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그림 3-4. 2022년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막식

출처: 아래 참고자료 b), 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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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각 세션별 주제

참고자료 a) http://jplusforum.kr(2022. 8. 7. 검색)

b) https://jejumbc.com/article/GA0Xl8lloV4Rv(2022. 8. 23. 검색)

c) https://m.khan.co.kr/local/Jeju/article/202208041559001#c2b(2022. 8. 23 검색)

d) https://www.youtube.com/channel/UCbl72TQKkxCLgjgqTiSMsSw(2022. 8. 23. 검색)

일차 구분 주제

1일차

Session ① Ÿ 플라스틱 오염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

Main Session Ÿ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Session ② Ÿ 생물다양성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

2일차

Session ③ Ÿ 기업의 미래와 ESG

Session ④ Ÿ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대응 기술

Session ⑤ Ÿ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Session ⑥ Ÿ 세계 플라스틱 오염과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 활동 사례

출처: http://jplusforum.kr/program(2022. 8. 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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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 해양환경공단(KOEM)은 2018년부터 해양폐기물 새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왔다. 

  * 새활용 : 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적 디자인을 가미해 새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올 해 공모전은 해양수산부와 공동 진행하였고,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을 

참가 대상으로 했다. 

- 접수 결과,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 제작이 완료된 기성품 총 25건의 출품작이 

제출되었고 이들의 상품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은 ㈜보롬의 ‘굴패각을 활용한 바다소리 ECO화분’에 주어졌고, 우수상에는 ㈜오케이엠텍의 ‘조개 

패각으로 만든 친환경 기능성 페인트’와 파라디소주얼리의 ‘폐유리 업싸이클 주얼리’가 최종 선정되

었다.    

- 대상 작품을 출품한 기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을 받은 기업은 해양환경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2022년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a)  

참고자료 a) 해양환경공단 보도자료, “해양환경공단, 2022년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 https://w

ww.koem.or.kr/site/koem/bodo/selectBodoView.do?dataIdx=7079(2022. 8. 7. 검색) 

그림 3-5. 2022년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 당선작 발표 포스터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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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블루카본 보호’를 주제로 하는 공모전이 

개최 중이다. a) b)   

- 해양경찰청, 포스코건설,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가 공동으로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가능하며,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우리바다’, ‘해양환경 

보전 및 블루카본*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포스터 또는 홍보영상(UCC)으로 제작한 

작품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블루카본 :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염생식물과 잘피, 맹그로브 숲, 갯벌, 염습지 등이 해당

- 최종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49건을 선정하고, 수상작은 향후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포스코건설 아트펜스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전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차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참고자료 a) 포스코 홈페이지 https://www.poscoenc.com:446/ko/about_us/notice.aspx?s=68(2022. 8. 21. 검색)

b)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284(2022. 8. 13. 검색)

그림 3-6. 제4차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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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서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a)

-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상품을 선정하고 이 상품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홍보 등을 지원해왔다. c)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22년 공모전을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고 

총 41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5개의 최종 우수상품을 선정했다. 

- 선정된 상품에는 사업화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자금으로 각 3,000만원이 지원된다. 

표 3-2. 2022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결과

연번 상품명 업체명 지역 내용

1
자연과 바다를 살리자!

해안누리길 ESG
비치코밍(당일)

㈜엑스크루
동,서해안권
해안누리길

일부

 · 시기 : 8월~10월
 · 비용 : 10,000원(1人)
 · 프로그램 : 비치코밍,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 

맛집 및 명소 탐방

2

해녀와 함께
인생사진을 남기는

도시 해녀체험
프로그램 (당일)

도시해녀
제주시
애월읍

 · 시기 : ~11월
 · 비용 : 48,000원(1人)
 · 프로그램 : 해녀 역사교육, 수중체험 및 사진촬영, 

해산물 채집 및 문어라면 시식

3

낭만남여
(보물섬 남해와 낭만
여수를 잇는 섬섬레저
힐링 여행)(1박2일)

㈜해양관광
자원연구소

남해군,
여수시

 · 시기 : ~11월
 · 비용 : 269,000원~(1人)
 · 프로그램 : 남해다랭이마을 트래킹, 동백섬 또는 

장도 트래킹, 여수 수산시장투어, 해양레저 체험

4

슈퍼트램프 자연회귀
여행 해양카약 투어링
-신안군 증도 씨카약

투어링(1박2일)

㈜에나프
투어

신안군
증도군

 · 시기 : ~10월
 · 비용 : 499.000원(1人)
 · 프로그램 : 증도카약체험, 소금동굴, 부양옥테라피, 

일몰감상, 제철 회 시식

5
마린보이 프로젝트

- 한반도의 첫해녀를
찾아서(1박2일)

㈜삼인행 통영시

 · 시기 : ~11월
 · 비용 : 250,000원(4人)
 · 프로그램 : 신석기 수렵체험, 요리체험, 유물만들기, 

통영박물관 관람 등 * 마리나 체험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 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은 다음과 같다. a)      

- ① ‘자연과 바다를 살리자! 해안누리길 ESG 비치코밍’ 상품은 최신 관광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해안 누리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주운 쓰레기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주변 

맛집 등을 탐방하는 당일 프로그램이다. 참가비용은 1인당 10,000원이며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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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시해녀 체험프로그램” 상품도 당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주 지역에서 일일 해녀체험을 하면서 

사진 촬영, 해산물 채집도 하고 해녀 역사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당일 체험으로 11

월까지 운영되고 참가비용은 개인당 48,000원이다. 

- ③ “낭만남여” 상품은 여수 지역과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트래킹, 수산시장 투어, 해양레저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며 1박2일로 코스로 운영된다.

- ④ “증도 씨카약 투어링” 상품 역시 1박2일로 운영되며, 카약체험, 태평염전 소금동굴, 고급 테라피 

체험, 일몰감상 등을 즐길 수 있다. 

- ⑤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통영 욕지도, 연대도 등 신석기 유적이 발굴된 섬에서 해양선사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현재 상기 5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총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했으며, 9월까지 무료 체험을 운영 중이다.  

그림 3-7. 우수 해양관광상품

자연과 바다를 살리자!
해안누리길 ESG 비치코밍

마린보이 프로젝트
- 한반도 첫 해녀를 찾아서 - 

낭만남여
(보물섬 남해와 낭만 여수를 잇는 

섬섬레저 힐링 여행)

증도 치유의 바다 씨카약킹과 
황금빛 360도 파노라마 선다운 

태평염전 휴양

해녀와 함께 인생사진을 남기는 
도시해녀 해녀체험 프로그램 

출처: 아래 참고자료 b)와 동일 

참고자료 a)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올해에는 이런 해양 관광상품을 즐겨보세요’, 2022.7.12., https://www.m

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6683&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

1&currentPageNo=1(2022. 7. 13. 검색)

b) 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Part/Product/SeaProduct_Gallery_List.asp(2022. 

8. 30. 검색)

c)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5270(2022. 8.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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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KOSMEE)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 올 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에서 개최된다. 

- 본 학술대회는 일반세션, 기획세션, 특별세션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발표

신청은 8월 16일(화)부터 9월 23일(금)까지이며 최종원고는 9월 26일(월)부터 10월 14일(금)까지 제

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KOSMEE 홈페이지(www.kosm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KOSMEE 추계학술대회 세션구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반세션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신청한 발표논문들을 주제/분

야별로 편성하여 발표토록 하는 일반적인 학술세션

개인(일반 및 학생)

구두 및 포스터 발표

기획세션
최신 연구주제나 이슈 또는 학회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

기 위해 별도로 기획하여 개최하는 학술세션
세션 개설 경비 없음

특별세션

국가R&D사업이나 특정 연구과제 등의 내용 및 성

과 등을 발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 회원이 별

도 신청에 의거하여 특별히 개최하는 학술세션

(신청자가 발표자 등 세션구성 하되, 단 공개원칙)

- 관련 과제에서 세션 개설경비 납부 있음

- 관련 과제명 및 추진기관명 명기가능

* 비용부과

. 1세션 : 150만원

. 2세션: 250만원 (초과는 협의)

    출처: 아래 참고자료 a)와 동일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a)

참고자료 a) https://kosmee.or.kr/%EA%B3%B5%EC%A7%80%EC%82%AC%ED%95%AD/11460668(2022. 

8. 17. 검색)



이 동향지는 2022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지능형해양쓰레기수거지원기술(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