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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겨울철 한국 서해로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추적부이 실험과 해양

기상환경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끼치는 해양쓰레기들 가운데 겨울철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검은색 플라스틱 부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부이에 위성 위치 발신기를 부착하

여 이동 속도와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이 이동궤적은 서남해 해역에서 바람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으며 이동하였고,

풍속이 5 m/s 이하로 약해진 시기부터는 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으며 이동하였다. 동중국해에서 북풍계열 바람의 영

향으로 남하하던 부이들은 대만해협을 통해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면서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

나 정체되는 이동패턴을 보였다. 즉, 겨울철 서해로 유입되어 29°N 부근까지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남진하였던 해양쓰

레기는 풍속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에 조류 및 해류를 따라 이동 패턴이 바뀌고, 쿠로시오 해류 영향권에 접어들

면서 복잡한 이동궤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겨울철 서해에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해양오염 문제 대

응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This study compared a satellite tracked buoy trial and marine meteorological environment data in order

to underst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foreign marine debris which enter the West Sea of Korea in winter.

Among the marine debris causing damage to the coast of Korea, we selected black plastic buoys, which occupy the

highest proportion of debris in winter, and analyzed their movement speed and path by attaching satellite position-

ing transmitters to buoys made in similar form. The buoy movement trajectory was primarily dominated by the

wind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the West Sea, but moved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tidal current and

ocean current from the time the wind speed was weakened to less than 5 m/s. In the East China Sea, the buoys

which moved south due to the influence of the northern winds showed movement patterns that were stagnating or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wind direction against the Kuroshio Current which flows north through the

Taiwan Strait. In other words, the marine debris which inflow into the West Sea during the winter, moving south-

ward to 29°N due to the effect of the northwest seasonal wind, showed a changed pattern of movement along tidal

currents and ocean currents at a time when the wind speed was temporarily weakening and a complex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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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entering the influence of the Kuroshio Cur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marine pollution of foreign marine debris which enters the West Sea in winter.

Keywords: West Sea(서해), Winter(겨울), Satellite Tracked Drifters(위성추적부이), Foreign Marine Debris(외국기

인 해양쓰레기), Wind(바람)

1. 서 론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은 최근 인접한 연안국들 간 환경피

해를 유발시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Jang et

al.[2012]; Lee et al.[2012]) 해양쓰레기로 인한 전 세계 피해액은

연간 약 1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UNEP[2014]). 다양한 해

양쓰레기 종류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8백만 톤 이상이 해양

으로 유입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

레기가 해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mbeck et al.[2015]).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해류와 조류, 바람의 영향을 받아 특히 오랜

시간 부유 상태로 광역에 걸쳐 이동한다는 점(Golik and Gertner

[1992]; Derraik[2002]; Aliani et al.[2003]; Sebille et al.[2012];

Maximenko et al.[2012])에서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로는 해양쓰레기의 유형, 발생량,

공간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모니터링(Ryan et al.[2009],

Barnes et al.[2009]; Ribic et al.[2012]; Schulz et al.[2013])이 주

로 수행되었으나 연안 표착 후 쓰레기 분포를 조사하는 연구만으

로는 해수순환과 기상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동경로를 파

악하기 어려웠다(Ryan et al.[2009]). 해양쓰레기의 이동경로를 밝

히기 위해 입자추적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이 태평양(Kubota[2005];

Maximenko et al.[2012]) 및 우리나라 서해(MLTM and KOEM[2012];

Oh and Kim[2014])와 동해(Yoon et al.[2010], Iwasaki et al.[2017]),

동중국해(Isobe et al.[2009]; Kako et al.[2010b])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모델계산에 의한 수치입자와 표류부이의 궤적을 비교하여

검증한 연구(Poulain et al.[2009], Kako et al.[2010a])는 많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유입으로 매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 해역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 대상 해역인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폐쇄성 천해역으로 중국의 양쯔강을 비롯한 중국 동부해안

하천들과 서해안의 하천들로부터 담수가 유입된다. 또한 얕은 수심

으로 인해 계절풍과 조석의 영향 등 서해 해수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잡한 해역이다(Riedlinger et al.[2000];

Teague et al.[2000]; Moon et al.[2009]; Seung et al.[2012]). 1978년

이래로 중국 정부는 해안 지역으로 치중된 개발 전략을 채택한 이

후, 저지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었

으며, 빠른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극심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

다(Liu et al.[2016]). 이에 육상기인 쓰레기의 서해 유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Suh[1999]; Kim et al.[1999]), 겨울철 중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국내 유입에 따른 피해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예: 이투데이, 2011. 12. 27.; 경인일보,

2014. 3, 28.; 연합뉴스, 2016 10. 3.). MOF and KOEM[2017]은

2017년 실시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 우리나라

로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약 94%가 중국에서 온 것으

로 보고하였다. 중국 연안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의 연간 유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 어

업 시설량 급증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강을 통해 유입되

는 것보다 훨씬 증가되고 있다(Bai et al.[2018]). 국내에서도 급증

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

을 대상으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연구가 수행되었다(Jang

et al.[2011]; Jang et al.[2012]; Lee et al.[2012]; Han[2013]).

MLTM and KOEM[2012]는 ROMS 모델을 구축하여 서해와 동중

국해상의 해양쓰레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였으며, Oh and Kim[2014]

은 HYCOM에서 제공하는 모델에 입자추적 수치모의를 적용하여

서해에서의 해양쓰레기의 이동 특성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관측 자료가 부족하여 이동 경로에 대한 신

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에 부족하다.

매년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유입되지만 현존량과 그 분포를 파

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 간 해양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비

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인 해양쓰

레기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관측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서해 해역으로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 거리, 이동 시간, 정체 구간 등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구체적

인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2.1 위성추적부이

해양에 부유하는 쓰레기들은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해양기상환

경의 영향을 받는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Yoon et al.[2010];

Strafella et al.[2015]) 유형별로 이동 경로를 모두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서해안과 서남해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검은색 플라스틱 부이를 대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패류와 해

조류 양식에 사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 부이의 생산지는 중국 북

부 3성(대련, 허베이, 산둥)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겨울철 북

서계절풍에 의해 이동하여 서해안과 서남해안 해역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LTM and KOEM[2011], Lee

et al.[2012], Han[2013]). 본 연구에서는 Jang et al.[2015]이 제안

한 저궤도 이동 위성 서비스와 위성 위치 발신기를 장착한 부이를

활용하였다(Fig. 1a). 수면에 부유하여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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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동하는 부이의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하단에 드로그(Drogue)를

장착하지 않았다(Fig. 1b). GPS 부이의 위치 정보(경·위도, 시간)는

10분 간격으로 수신되도록 설정하였고 부이 위치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spot.co.kr/)를 통해 제공받았다. 해양쓰레기가 서해로

유입되어 서해 중앙부까지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여 4개의 부이를

투하하였다(Fig. 1c). 해양쓰레기의 이동 추적은 2015년 2월 8일부

터 3월 28일까지 수행하였다. 

2.2 해양기상자료 분석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위성추적부이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위

해 조위, 해상풍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위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의 흑산도(S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S4) 자료를 사용하였다. 풍속·향 자료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data.kma.go.kr)의 흑산도 기상대(S1), 추자도 부이(S2)와 해

수서 등표(S3) 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S4) 자료를 활용하였다(Fig. 1c). 취송류 모의에 이용되는 풍속은

해면상 10 m의 풍속이므로 관측 풍속에 Oh and Ha(2005)가 이어

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사용하였던 변환 식 (1)을 사용하였다. 

(1)

H는 실측지점에서 해상풍을 관측한 높이를 의미하며, z0는 거칠

기 길이로 외해에 해당하는 이어도 기지는 5×10-4 m로 하였으며,

그 외의 실측지점은 연안에 해당하는 값인 10-3 m 사용하였다. 실

측지점의 상세정보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u
10m

u
Hm

10

z
0

------
⎝ ⎠
⎛ ⎞ln

H

z
0

----
⎝ ⎠
⎛ ⎞ln

----------------=

Table 1. The information of the Wind Observation Station

Observation station Position Anemometer height, H (m)

Heuksando (S1)
34°41′14″N
122°27′4″E

15.5

Haesuseo (S2)
34°15′48″N
126°01′36″E

12

Chujado (S3)
33°47′37″N
126°08′28″E

3.6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S4)
32°07′23″N
125°10′59″E

44

Fig. 1. (a) Satellite tracked drifter (left) and black round plastic buoy (right). (b) Satellite tracked drifters. (c) Study area and location of observation

station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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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위성추적부이 이동 경로

위성추적부이를 활용하여 이동 경로 추적 시험 결과, 겨울철 해

양쓰레기를 포함하여 부유물질이 서해로 유입될시 서남해 해역에

위치한 흑산도와 제주도 서쪽 해안에 표착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서해를 벗어나 동중국해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동

중국해 해역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다시 북상하여 일본 규슈반도로

유입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Fig. 2). 본 연구에서는 해역별

부이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남해 해역(Fig.

2a)과 동중국 해역(Fig. 2b)으로 구분하여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서남해 해역에서 부이들은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22일간 이

동하였다(Fig. 3). 투하 후 부이들은 2월 8일부터 9일 12시까지 남

동쪽으로 약 74.5 km(평균 0.63 m/s)를 이동하다가 동쪽으로 방향

을 전환하여 11일 23시까지 약 71.5 km(평균 0.46 m/s)를 이동하

였다. 부이들은 북서쪽과 남동쪽 방향을 번갈아가며 왕복성 조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이후 3개의 부이(B1, B3, B4)들은 비슷한

경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진행하였으나, B2 부이는 동쪽으로 16.2 km

를 더 이동하여 12일 12시에 흑산도 북서쪽 해안에 표착하였고 2일

뒤 송신을 중단하였다. 12일부터 남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이

동하던 부이들은 14일부터 3일간 차례대로 북동, 북서, 북동진하였

다. 16일 18시부터 부이들은 다시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동

하였으며, 125°30′E, 34°20′N 부근을 중심으로 장축 길이가 약

12 km인 타원형으로 소용돌이 궤적을 그리며 정체한 흐름을 나타

냈다. 이후 계속 남동쪽으로 진행하여 제주도 북서쪽 약 53 km 해

역 125°40′E, 33°60′N에 도달한 부이들은 56 km 정도의 타원형 궤

적을 그리며 다시 시계방향의 회전성 흐름을 나타냈다. 부이 투하

16일 이후 2월 24일 6시에 3개의 부이는 제주도 서쪽 약 20 km 해

역을 지나 동중국해로 진입하였다.

한편, 흑산도 북서쪽 해안에 표착한 부이(B2) 수거 당시 주변 현황

파악을 위해서 표착 지역과 인접한 3곳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남부 지방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파

란색 부이(Fig. 4a), 북부지방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검은색 플라스틱 부이(Fig. 4b)가 집적되어 있었다. 또한 외국기인

품목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병(Fig. 4c, d)이 집적

되어 있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 막대한 영향을 끼친

Fig. 2. Trajectories of satellite tracked drifters in the observation period : (a) Southwestern Sea, (b)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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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생이모자반으로 추정되는 해조류도 1 km 이상의 유조(띠) 형태로

나타났다(Fig. 4e). 이는 서해 해류와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et al.[2016]). 다량의 대형

스티로폼과 미세 스티로폼도 해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Fig. 4f).

Fig. 5에 서남해 해역을 벗어나 동중국해로 유입된 부이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었다. 제주해협을 지나 남쪽으로 진행하던 부이들은

2월 28일, 3월 7일 서쪽으로 이동한 흐름을 제외하고 3월 8일까지

직선거리 약 307.9 km(평균 0.49 m/s)를 남진하였다. 이 때 부이들의

궤적은 작은 왕복성 흐름을 나타냈다. 2015년 3월 9일부터 11일 6

시까지 부이들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B1

부이는 125°43′E, 29°06′N, B3와 B4 부이는 126°12.5′E, 29°87.50′N

부근에서 약 10일간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세 개의 부이 중 B1 부

이는 3월 19일 126°82′E, 29°32′N 부근에서 이동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며 5일간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B1 부이는 3월 24일

127°17′E, 28°80′N에서 북동쪽으로 방향 전환하여 일본 규슈 반도를

향해 매우 빠르게 북동진하다가 3월 28일 19시 129°85′E, 30°52′N

부근에서 위치를 소실하였다. 이 기간 동안 B1 부이는 최대 1.47 m/s

(평균 0.83 m/s) 속도로 325.4 km를 이동하였다. B3 부이는 시계

방향의 회전선 흐름으로 정체된 궤도를 나타내며 3월 22일 6시에

125°44′E, 29°06′N 부근에서 위치를 소실하였다. B4 부이는 B3 부

이와 유사하게 10일 동안 직선거리 약 53.2 km 이동하다가 3월 23

일부터 남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후 북동쪽으로 방향이 바

뀌어 2일간 진행하다가 3월 28일 3시 125°02′E, 28°52′N 부근에서

위치를 소실하였다. 

Fig. 3. Trajectories of satellite tracked drifters in the Southwestern sea (Fig. 2(a)). Blue square indicates the Station where wind and tide data were

collected. Red triangles indicate the Station where wind data was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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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기상환경에 따른 위성추적부이 거동 특성

3.2.1 서남해 해역

바람에 의한 취송류는 겨울철 해양쓰레기의 거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외력이다. 또한, 대상 해역인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역으로 이 외력이 해양쓰레기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서남해 해역에서 매시간으로 관측된 조위와

해상풍, 부이들의 스틱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10분 간격으로 관측

된 부이의 자료는 해양기상자료와 비교를 위해 한 시간 간격으로

재구성하였고, 부이의 반일주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25시간 이

동평균을 적용하였다. 2월 8일부터 9일까지 주 풍향은 북풍이었으

며 지속적으로 10 m/s 이상의 강한 풍속이 지속되었다. 부이들도 0.5

m/s 이상으로 바람 방향에 따라 남진하였다. 10일부터 풍향이 서풍

에서 남남동풍으로 전환하였고, 풍속의 세기는 5 m/s 이하로 약해

졌다. 풍속이 약해지면서 부이들의 이동 속도는 감소하였으며 창/

낙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였다. 12일 오전 2시부터 2일간 북풍의

영향으로 부이들은 남진하였다. 14일 오전 6시부터 풍속이 5 m/s

이하로 감소하면서 부이들의 이동 속도도 약 0.2 m/s 감소하였다.

주 풍향은 남풍계열이었고 풍속이 감소하면서 부이들이 조위의 패

턴에 따라 상하 왕복성 궤적을 보이며 이동하였다.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전 기간 보다 풍속이 강해 궤적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

다. Teague and Jacobs[2000]와 Lee et al.[2003]은 겨울철 서남해

해역 표층 흐름이 북풍이 강해짐에 따라 풍향과 거의 같은 취송류가

형성되지만, 바람이 약해짐에 따라 역풍류 또는 잔차류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수치모의를 통해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풍속이 6

m/s 이상의 강한 풍속이 지속될 때, 바람의 영향이 해양쓰레기 이

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풍속이 감소할 때는 조류와 해류

등이 부이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동중국해 해역

Fig. 7에 동중국해 해역에서 매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이어도 종

합해양과학기지 조위와 해상풍, 부이들의 스틱다이어그램을 나타

내었다. 2월 25일부터 일부 남풍이 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탁월

풍은 북풍이었으며, 12 m/s 이상의 강한 풍속을 보였다(Fig. 7b).

부이들은 풍속의 영향으로 0.6 m/s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남하하였다.

13일부터 풍속이 6 m/s 이하로 감소하였고 풍향도 남풍과 북풍을

반복하며 바뀌었다. 이 시기에 남하하던 부이들은 왕복성 궤적을

나타내며 정체된 흐름을 나타냈다. 한편, B1 부이는 3월 24일, B4

부이는 3월 26일부터 6 m/s 이상의 북동풍이 우세함에도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Fig. 7c, 7e). Lee[2017]는 ROMS 모델을

활용하여 대만해협을 통해 북상하는 대만난류와 쿠로시오 해류가

원활하게 북상하면서 북동풍이 지속되었음에도 바람 방향에 거슬러

서해와 제주도에 유입되거나 일본 남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고하였

다. 이 같은 결과는 바람에 의해 남진하던 해양쓰레기가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이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면, 바람 방향에

거슬러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재유입되거나 일본에 유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4. The status of foreign marine debris in monitoring area ((a) : Plastic blue buoys, (b) : Plastic black buoys, (c) : Plastic bottle, (d):

Plastic bottles, (e) and (f) : zonal of foreign marine debris and Sargassum hor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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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의

대상 해역의 해수순환을 재현하여 적용된 입자추적 수치모의는

해양으로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 특성과 확산을 예측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수치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측 자료가 필요하

다. MLTM and KOEM[2012]는 2009~2011년 대상으로 공간해상

도 약 5 km인 ROMS 모델에 입자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다. 북부 3성을 대상으로 1, 2월

에 출발한 입자들은 3~8월에(이동시간 200일 이내)걸쳐 표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and Kim[2014]은 2009년 대상으로 공간해

상도 1/12°인 HYCOM 모델에 입자추적 기법을 적용하여 서해에

서 해양쓰레기의 거동을 모의하였다. 12월과 1월에 겨울철 발해만

이북에서 출발한 입자는 200일 뒤에 우리나라에 표착하였으나, 본

연구 투하 정점과 유사한 위치에서 출발한 입자는 표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a는 본 연구에서 부이들의 이동 시기와 경

로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4년 12월에 산둥반도 인근

에서 투하한 입자들은 4월 중순 이후 제주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Lee[2017]).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는 2월 말에 제주도 서쪽 해역

에서 벗어났다(Fig. 8b). 출발시점에서 수치모델과 위성추적부이가

제주도 인근 해역까지 남하하는 시기는 30일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수치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측자료와 비교·

검증을 통해 수치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투하한 부이의 개수는 부족하였지만, 중국기인 부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측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4개의 부이와 1회 실험을 통해 매년 겨울철 서해로

Fig. 5. Trajectories of satellite tracked drifters in the East China Sea (Fig. 2(b)). Blue square indicates the Station where wind and tide data

wer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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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de (a), Wind stick diagram (b~d), Buoy stick diagram (f~h) at Feb. 8~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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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de (a), Wind stick diagram (b), Buoy stick diagram (c~e) at Feb. 25~Mar. 28, 2015(d).



200 김영민 · 장선웅 ·  김대현 ·  윤홍주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거동 특성을 대표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

가 있다. Lee[2017]는 서해 북서풍의 강도에 따라 괭생이모자반의

연간 유입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밝혀냈다. 이

는 겨울철 북서풍의 강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

양쓰레기의 발생량의 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

이가 표착한 흑산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기원지가 중국 남동부 지

역에 위치한 저장성과 푸젠성으로 알려져 있는 파란색 부이가 표

착되어 있었다. 이 부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주로 여름철

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LTM and KOEM[2012]). 이 결

과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한 가지 기원과 경

로가 아닌 다양한 곳에서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계절에 따라 투하 지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의 심각성과 관리 대책 마련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실시간 위성추적부이를 활용한 이동 경로 추적 시험과

해양기상자료를 비교하여 겨울철 서해에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

레기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겨울철을 대상으

로 이동 추적 시험을 수행한 결과 서해 해역 일대에서 바람에 의한

해수 표층 흐름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에 지배적이었으며,

그 세기에 따라 이동 경로에 미치는 외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남하하던 해양쓰레기가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게 되면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나타냈으며 이는 동중국해에서 해류의 영향이 해양쓰레기 이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국가 간 해양쓰

레기의 관리는 모니터링에 의존하여 현존량과 분포 파악에 한정되

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유입 경로에 대한 관측 자료가 매우 부족하

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국가 간 해양쓰레기 이동에 대책 마련

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해와 동

중국해 해역을 대상으로 구축된 3차원 입자추적모델에서 해양쓰레

기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 범위 예측에 관한 연구들에

검증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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