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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ocumented and diagnos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coastal dredging and

offshore disposal of dredged sediments in South Korea to improve assessment procedures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s and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A total of 729(×106)m3 of coastal sediment was dredged in the harbors during the period of

2001-2008. Most of dredged sediment was disposed to the land dumping sites whereas ocean

disposal accounted for less than 5%. Ocean disposal areas were especially concentr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the southeast of Busan, which is not only an important

fishing area for fishermen, but also considered to be spawning and nursery ground for some

commercial fish species.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f dredging and ocean disposal of coastal sediment on marine

ecosystem and potential strife among coastal users, we suggest 1) in development projects

involving ocean disposal, it should be mandatory to propose careful reuse plans in the land,

and 2) guidelin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nsequence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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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양한 연안이용행위 중에서 연안준설과 준설토
해양투기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과
이해당사자간 갈등생산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 합리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토해양
부, 2009; 해양수산부, 2003; Cruz-Motta &
Collins, 2004; PIANC, 1998). 즉, 최근 항만, 어
항개발과 관련된 항로확장, 유지 및 오염퇴적물 제
어에 따른 준설량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처
분방안과 해양에 미치는 향이 중요한 정책진단
요소가되고있다(박등, 2008; 해양수산부, 2007).
선진국에서는 오염도가 낮은 준설토를 방파제, 안
벽 등 건설재료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한
국해양연구원, 2008), 폐기물로 분류되어 아직 유
효 활용량이 적은 실정이다. 연안에서 발생한 준설
토는 육상 준설토 투기장으로 반입하는 량을 제외
하고는(이 부분도 현재 수토량 부족으로 반입 불충
분) 일정 부분 해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히 연근해 어장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평가와 대책수립을

필요로하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연안준설 및 준

설토 해양투기 현황과 변화추이에 대한 진단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과적인 준설
토 관리체계와 이에 따른 환경 향을 저감하고 합
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에 대한 정량, 정성적인 실태를 파
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기초정보를제시하 다.

II. 연안준설및준설토해양투기현황

1.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개요

일반적으로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과정은
그림 1과 같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

과 변화는 그림 2로 요약될 수 있다. 준설해역에서
다양한 장비(그랩, 펌프 등)를 이용해서 수저 퇴적
물을 준설한 다음, 토운선에 적재하고 예인선이 토
운선을 견인하여 투기지역에 도착해서 집중투하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이러한 일련의 위치이
동 과정과 투기상황은 해양경찰청 시스템과 연계되
어있고결과를보고하고있는상황이다.
연안준설로 인해 해저지형과 수심변화 및 생물서

식처파괴등으로주변해역의유속과침·퇴적변화
가 예상되고, 탁도 증가, 광투과 감소, 양염과 유
해물질증가와함께부유사확산등으로해양환경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Lewis et al., 2001; Licursi
& Gomez, 2009; Newell et al., 1998). 해양으로
배출된준설토는수층에서이동확산되고일부는해
저로 침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준설토를
생물이섭취하고준설토에포함된중금속등오염물
질은 생태계내에서 어류를 포함한 고등생물로 축적
될 수 있다. 해저로 가라앉은 준설토는 해저에 서식
하는저서생물에 향을주고퇴적물조성을변화시
키기도 한다. 준설토는 그 자체가 높은 유기물을 가
지고 있고, 특히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등과 같은 오
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다양성, 현존량등에변화(감소)를일으킬수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erts & Forrest, 1999;
Stronkhorst et al., 2003; Zimmerman et al.,
2003). 한편, 준설토 외해투기시 해류 등에 의해 이
동 확산될 수 있는 준설토는 상황에 따라 인접국가
와의환경문제유발가능성도내포하고있다.

2. 우리나라 연안준설과 준설토 해양투기 지역 및
목적 분석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와 관련한 연안이용
행위의 특성과 환경 향평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목적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즉, 동일 사업구역이라도 행위목적이 다르
면 평가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동일 목적이라
도 사업구역이 다르면 평가사항이 달라 질 수 있는
바,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안준설과 준설토 해양투
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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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과정

그림 2.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환경 향



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준설
과 준설토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협의제도(이 등,
2008b)에 따른 향검토된 실적을 분석하 다. 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 향검토기관인 해역
이용 향평가센터로 검토요청된 협의서 및 평가서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사업구역과 목적으로 구분한
결과를표 1에제시하 다.
연안준설은 대부분 항만과 어항구역, 즉 항계내

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항계외에서는 진해만,
사천만 등 내만과 부산 수 강 등 일부 하천 등에서
준설사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항
계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보전해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에서도 준설이 이루어 졌고, 어장
준설은 동해안에서 어장에 매몰된 모래 및 규사채
취와 관련되었다. 준설의 목적별로는(해양수산부,
2007) 기본준설이 대부분을 차지하 다. 한편, 준
설토 외해투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집중·처분되
었으며, 관련 준설토는 대부분 항만구역에서 발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우
리나라 연안준설은 수심확장을 위해 부산항, 광양
항, 옥포항, 평택·당진항 등 대부분 무역항과 국가
어항을 비롯한 항만과 어항구역의 항계내에 집중되
었고, 항만구역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해양투기시
EEZ에배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3. 연안준설토 발생과 처분 현황

우리나라의 최근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연안
준설에 따른 수저준설토의 발생량 변화추이는 그림
3과 같이 년간 약 1,300~22,400만m3 범위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최대를 이루었고, 그 이후 급감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시기동안 전국적으로 약
729,151,000m3의 준설이 시행되었으며(표 2), 여
수지방해양항만청 관련 준설량이 약 73%, 부산지
방해양항만청이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
안준설은 광양양과 부산항 등 신항만의 개발과 많
이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해양수산부, 2007).
특히, 준설토 대부분이 육상 투기장으로 처분되었
고(약 89%), 외해투기는 평균 4.6%로 나타나서 준
설토의 유효 활용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외
해투기는 대부분 부산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남태평양,
북아메리카, 카리브 등) 준설토 활용은 해안 및 외
해투기가 60%이고, 내륙의 육지 및 습지에 활용하
는 비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해양수산부,
2007 재인용)되어 우리나라는 준설토 발생량에 비
해서재활용량이적은것으로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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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 지역과 목적구분 분석(2006년~2008년)

구 분 지역특성분석 목적분석
항만구역(항계내) 20건 : 47.6% 기본준설34건 : 80.9%
(부산, 옥포, 평택·당진항등) - 신규개발6건
어항구역(항계내) 10건 : 23.8% - 항로확장8건
항계외연안(만등) 7건 : 16.7% - 안벽조성등20건
하천(호수, 저수지) 3건 : 7.1% 유지준설5건: 11.9%
어장2건 : 4.8% 정화준설1건 : 2.4%
※보전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등) 9건 어장준설(규사채취) 2건 : 4.8%

특별관리해역7건 ※준설구분(해양수산부, 2007)
항만준설토15건 : 68.2%

배타적경제수역22건 : 100.0% 어항준설토4건: 18.2%
강준설토1건 : 4.5%
기타준설토2건: 9.1

주 : 1. 기본준설: 항행을위하여기존수로및항만구역의폭이나수심확장, 새로운항만구역건설, 그리고공학적목적으로서
케이블, 수중도관, 터널용도랑설치, 기초로서불필요한물질제거, 골재발굴의과부하제거등의목적

2. 유지준설: 주로수로바닥면에퇴적된물질을대상으로자연환경에서의항로, 항구의설계수심을유지하기위한목적
3. 정화준설: 준설대상지역을청결하게하는목적으로시행되는데주로과거의인간활동에의해심하게오염된퇴적물을

제거하는목적

구 분 지역특성분석 목적분석

연안준설
(총42건)

준설토
해양투기
(총22건)



4. 준설토의 해양투기량 현황

준설토를 포함한 육상폐기물은 해양환경에 미치
는 향측면에서 가능하면 재활용 등 육상에서 처
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피하
게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육상폐기물 및 준설토 해양배출량 현황은 그
림 4와 같다(국토해양부, 2009; 해양수산부,
2006). 하·폐수 슬러지 등 폐기물은 육상처리 부

담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
리 떨어진 3개 지정해역에 투기하고 있는데, 2000
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에는 약 993만m3

가 지정해역에 투기되어 최대를 나타내었고, 1991
년부터 2006년까지 투기된 폐기물 누적량의 종류
별 투기비율은 폐수(음식물폐기물 폐수 포함)
24.5%, 폐수처리오니 20.8%, 분뇨 20.5%, 축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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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의 년도별 연안 수저준설토 발생량

표 2.  우리나라 연안 수저준설토의 발생량과 처분실태(2001년~2008년)

구분 준설토처리및활용실적(×10,000㎥)
계 육상투기장 외해투기 기타

군산청 2,315.8 2,315.8
대산청 251.5 188.7 62.8
동해청 68.5 27.7 38.9 1.9
마산청 253.9 198.4 54.4 1.1
목포청 271.8 271.8
부산청 8,032.0 4,800.0 2,244.0 988.0

부산항만공사 9.5 9.5
여수청 53,587.0 53,300.0 287.0
울산청 956.0 912.0 44.0
인천청 3,219.0 2,860.0 359.0

인천항만공사 76.0 76.0
평택청 3,198.0 828.0 70.0 2,300.0
포항청 27.1 13.8 13.3

한국컨테이너부두 649.0 649.0
전국합계 72,915.1 64,880.2 3,342.1 4,692.8

구 분
준설토처리및활용실적(×10,000m3)

계 육상투기장 외해투기 기 타



수 14.6%, 그리고 하수처리오니가 1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준설토사도
약 1.9% 비율로지정해역에투기되었다. 연안및배
타적경제수역에 투기된 준설토량도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약 1,100만m3가 투기되어 육상폐기물 투기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준설토 외해배출량
의 증가는 항만개발에 따른 준설토의 처분이 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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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우리나라 육상 폐기물 및 연안 준설토의 해양투기 추이

그림 5.  최근 연안준설토 해양투기 분포지역 현황

표 3.  연안준설량에 따른 외해투기량 비율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외해투기량(m3)/연안준설량(m3) 비율 0.6 0.6 3.6 3.3 3.3 44.0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 준설토 투기장의 수용능력 감소로 인해 외해투

기가불가피하게발생한원인등으로판단되었다.

준설토 발생량에 따른 년도별 외해투기 비율은

표 3과 같이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외해투기량

이 1%이하로 대부분 육상 준설토 투기장으로 반입

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4~2006년도에는 외해투

기 비율이 약 3~4%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육

상 준설토 투기장으로의 반입량이 작아지면서 외해

투기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일환으로 적절 준

설량에 따른 친환경적인 처분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한편, 최근 2002~2008년까지 준설토의 해양배

출시 해내와 EEZ 투기 분포지역은 그림 5와 같

다. 서해는 약 75,200m3으로 한 지점에서, 동해는

약 500,000m3으로 6지점에서 분포되었고, 대부분

은 부산 동남방 지역에 약 3,000만m3 이상이 집중

적으로 투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부산, 광

양, 울산 등 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운송의 효율성

과 투기지역의 해양물리학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루

어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해내에서는 약 720만

m3 정도(약 23%), 나머지 약 2,400만m3가 EEZ에

투기된것으로나타났다.

III. 연안준설및준설토해양투기
문제점진단

연안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행위에 따른 준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이 중요하므로 외해투기시 제기되는 환경 향을 사

전예방 또는 최소화하면서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

원 및 연구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즉, 항만 및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불가

피하게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분은 충분히 이해하

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예방과 투기지역 바다

이용자와의 갈등관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인

근에 운 중이거나 계획된 투기장의 수요 파악과

매립사업의 매립제 등으로 활용될 수 없는 지에 대

한 적극적이고 세 한 대안분석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계획에 반 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만약, 준설토를 외해투기할 때는 관련 제도

에 따른 합리적 환경 향평가와 실효적인 저감방안

수립이중요하다고사료된다.

이러한 준설토의 해양투기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또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피해

민원이 상존하므로 합리적인 향평가와 사전대책

이 요구된다. 미국 EPA에 의해 1987년에 계획된

남캘리포니아 Charleston 준설토 투기해역

(ODMDS)은 평균 수심 13m로 연안으로부터 약 7

마일 이격되어 있고, Chareston 항 하구의 수심확

장 및 유지를 위해 준설된 퇴적물을 투기하는 곳으

로 이용되었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1,683백만m3가 투기되어서 퇴적물의 조성변화 및

유기물질의 증가와 저서생물의 도 감소 등 환경

변화가 유발되었고(Zimmerman et al., 2003), 또
한, 체사피크만의준설토약 145만m3를수심 4.5m

이상의 배출해역에 투기했을 때, 투기 한달 내에 저

서생물 도의 약 71%가 감소하고, 회복시간은 약

18개월이라고 보고하 다(Chesapeake Biological

Laboratory, 1970). 국내의 준설토 투기해역은 수

심이 깊고, 유속이 상대적으로 큰 해역에서 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누적 향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동남방 투기 주변해역은 우리나라 근해

어장이 형성되어 수산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대마난

류의 향권이며, 준설토 외해투기로 집중 이용되

어 환경 향이 누적·가중되고 있고, 주요 수산자

원의 산란, 회유로에 위치하므로 수산 생태계에 미

치는 부정적 향저감과 어업인 등과의 갈등을 사

전에 해소하기 위해 준설토 활용처분에 대한 충분

한 대안분석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누적된 환경데이

터와 중장기적 연구접근을 바탕으로 외해투기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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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와 실효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투

기해역의 정확한 환경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적절한

평가기준·기법에 따른 과학적인 확산예측 및 환경

향을 평가해야 하며, 사후모니터링을 면 하게

수행하여 투기에 따른 사업 전후 환경변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등에 따른

해양환경평가 및 사후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개

선·강화해야 할 것이다(이 등, 2008a).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 향성과 준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준설토 수용력(환경

용량)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무계획적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투기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할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효과적인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

기 관리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해양환경

평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안준설 및 준설토

해양투기에 대한 최근의 정량, 정성적인 실태를 파

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기

초정보를제시하 다.

우리나라 연안준설은 수심확장을 위해 부산항,

광양항, 옥포항 등 대부분 무역항과 국가어항을 비

롯한 항만과 어항구역의 항계내에 집중되고 있고,

항만구역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해양배출시 EEZ에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2008년

까지 전국적으로 약 729백만m3의 준설이 시행되었

으며, 준설토 대부분이 육상 투기장으로 투기되었

고, 외해투기는 이 기간 평균 약 5% 이하로 나타나

서 유효 활용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최근 외해투기 비율은 육상 준설토 투기장으

로의 반입량이 감소되는 원인 등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2002~2008년까지 준설토 외해

투기는 해내에서 약 720만m3 정도(약 23%), 나

머지 약 2,400만m3가 EEZ에 투기된 것으로 나타

났고, 대부분은 부산 동남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

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및 접안시설 공사와 관

련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분은 충분

히 이해하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예방과 투기

지역 바다이용자와의 갈등관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운 중이거나 계획된 투기장의 수

요 파악과 매립사업의 매립제 등으로 활용될 수 없

는 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 한 대안분석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계획에 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약, 준설토를 외해투기할 때

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따른 합리적 향평가와 실

효적인 저감·사후관리방안 수립이 중요하고, 무계

획적인 준설토 투기를 제어하기 위해 해역의 적정

준설토수용력을검토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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