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전국해수욕장 쓰레기 모니터 조사결과 

○ 모니터 기간 : 2003년 7월 28 ~ 8월 1일 양일간

○ 모니터 주최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모니터 대상지 및 참여단체 : 전국 유명 해수욕장 6곳

   

지역 조사단체 연락처 비고

낙산 속초환경연합 033-636-4314

경포 강릉 YWCA 033-643-0304

망상 동해 YWCA 033-531-3007

몽산포 서산태안환경연합 041-667-3010

광안리 부산 YWCA 051-441-2223

해운대 부산 YMCA 051-316-3288

○ 모니터 내용 

   - 2004년 전국해수욕장 1일 이용인원 및 쓰레기발생량

   - 2004년 전국해수욕장 피서객 환경의식수준

   - 2004년 전국해수욕장 쓰레기줄이기 홍보현황 쓰레기성상별 발생량, 처리방법

   - 2004년 전국해수욕장내 일반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현황

○ 모니터 방법 : 조사표를 이용한 현장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 병행

○ 모니터 결과 

 1. 2004년 전국해수욕장 1일 이용인원 및 쓰레기발생량

   - 03년 전국주요해수욕장 1일 이용인원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이 1만 30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0.008㎏으로 가장 적었고, 태안 몽

산포가 0.1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전체 쓰레기의 발생량은 경포대가 13톤/일 로 가장 많은 쓰레기발생량을 보였

고, 동해 망상해수욕장이 1.5톤/일 로 가장 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보였다.

   - 해수욕장의 1일 이용객은 03년도에 비하여 날씨가 무덥고 비가 적게 와서, 크

게 증가하였다.



<표 1> 전국해수욕장 1일 이용인원 및 쓰레기발생량

   

해수욕장 관리주체 이용이원(1일) 쓰레기량(㎏/일) 1인당 쓰레기발생량(㎏)

2004 2003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동해 망상 위탁 위탁 140,000 56,000 107,000 1500 12,390 5,200 0.011 0.221 0.049

강릉 경포 지자체 지자체 300,000 72,000 52,000 13,000 4,130 4,300 0.043 0.057 0.083

속초 낙산 위탁 위탁 220000 120,000 105,000 1800 20,000 7,000 0.167 0.067

태안 몽산포 국립공원 국립공원 13,000 1,170 2,100 933 0.162 0.797

부산 광안리 지자체 지자체 400,000 380,000 100,000 3,000 3,000 70,000 0.008 0.008 0.700

부산 해운대 지자체 지자체 500,000 410,000 30,000 5,000 8,625 3,500 0.010 0.021 0.117

2. 2004년 전국해수욕장 관리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현황(조사표3.)

   -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해운대가 108명으로 가장 많

은 해수욕장 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해 망상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5명에 불과하였다. 

   - 피서철 피서지 쓰레기줄이기 지자체 홍보현황 조사결과 망상, 경포, 몽산포, 광

안리해수욕장은 홍보현수막과 입간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해 운영하

고 안내방송홍보와 시민자율청소시간을 운영해 피서객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

하고 있었다.

   -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홍보가 저조한데 반해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낮은 것

(0.01kg)은 해수욕장 관리 인력(108명)이 많고 시민자율청소시간의 운영이 성

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산 해운대의 경우에는 홍보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해운대는 03년에 홍

보현수막, 경고판, 안내방송, 시민자율청소시간을 운영했으나 03년 안내방송과 

시민자율청소시간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리

자의 수도 145명(03년)에서 108명(04년)으로 감소하였다.) 

   - 몽산포를 제외한 조사대상 전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관리 인력이 감소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03년도와 비교하여 해수욕장의 이용인원은 증가를 하였지만, 

해수욕장 관리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청소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홍보의 확대에 의하여, 모든 해수욕장에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004년 전국해수욕장 관리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현황

해수욕장

홍보
자율청소

관리자 현수막 입간판 경고판 안내방송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2004 2003 2002

동해 망상 5 22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강릉 경포 36 123 64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속초 낙산

태안 몽산포 33 12 O O O O O O O O O O

부산 광안리 50 141 42 O X O O X O O X O O O O O O O

부산 해운대 108 145 122 X O O X X O X O O O O O O O O

3. 2004년 전국해수욕장 피서객 환경의식수준(조사표3.)

   - 04년 전국 주요해수욕장의 주변환경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수욕장 주변청

결도 및 쓰레기통 주변의 청결도는 조사를 실시한 모든 해수욕장에서 관리 실

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요원의 조사결과 모두 2~3번(1번-매우우

수, 4번-보통, 7번-매우나쁨)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실천도는 이보다 떨어져서 쓰레기 배출의 적정성

명에서 강릉 경포 5번, 분리배출여부에서 부산 해운대가 5번(1번-매우우수, 4

번-보통, 7번-매우나쁨)을 나타내는 등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

다.

   - 몽산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설치된 쓰레기통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망상과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쓰레기통수에 비하여, 재활용 분리

수거함의 숫자가 50%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04년 전국해수욕장 피서객 환경의식수준

해수욕장 주변청결도
쓰레기통주변 

청결도
배출의 적정성 분리수거여부

동해 망상 3 3 4 3

강릉 경포 2 2 5 3

속초 낙산

태안 몽산포 2 2 2 4

부산 광안리 2 2 4 4

부산 해운대 3 3 3 5

매우우수 -1, 보통-4, 매우나쁨-7

4.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조사

   - 각 해수욕장의 폐기물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에는 재활용처리는 전

무하고 모든 쓰레기를 매립과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4년에

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일부 재활용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년

에 발생쓰레기의 전량을 소각처리 하던 부산 해운대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재활



용과 매립을 병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재활용가능 자원

이 69%(캔류-18%, 유리병류가-21%, 플라스틱류-20%, 음식물-10%)로 조사

되었다.

<표 4>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조사

해수욕장
폐기물 처리현황 2004년 해수욕장 폐기물 발생현황

2003 2004 캔 유리병 플라스틱 음식물 기타

동해 망상 매립 매립 15 25 10 10 40

강릉 경포 매립 매립 15 40 12 12 11

속초 낙산 매립

태안 몽산포 소각 매립, 재활용 15 15 20 10 40

부산 광안리 매립 매립, 재활용 22 8 26 6 38

부산 해운대 소각 소각, 매립, 재활용 22.5 7.5 30 13.5 26.5

18% 21% 20% 10% 31%

■  조사결과 총론

   - 피서철에 해수욕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홍보방법

의 변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수욕장내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서객 쓰레기 무단투기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 확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되었지만 실

제 분리수거는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피서객들은 매년 피서지내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 

처리되고 있는 만큼 피서지내 무단투기금지, 분리수거철저 등 기본적인 사항들

을 철저히 이행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상호간 감시자의 역할도 다해야 

한다. 해수욕장내 식당, 매점 등 판매업소는 피서지 쓰레기 발생 원인으로써 

적정소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회용포장재, 1회용돗자리 등의 판매, 사용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