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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정책 및 현황조사

(1)조사 일시: 2004년 5월 17일(월) ∼ 5월 19일(수)

(2)조사인원: 시민모니터단 5명

(3)조사 내용

①‘포항시(해양수산과)’ 폐어망, 어구 처리현황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 실적 현황(2000년∼2003년) 자료

년도

별
실시기간 사업장소

사업비

(천원)

집행

주체

추진

실적

동원인원

참여기관

비  

고

2000

2001.7.20 

- 

2001.12.29

대보 호미곶 

동대 동북 

2-3마일 해

상

계 904,500

국비 723,600

시비 180,900

포항시
754ha

279톤

설계:(1500명 

어업인 기타)

천연걸설(주))

2001

200110.31

-

2002.1.28

대보리 및 

강사리 2-3

마일 해상

계 312,000

국비 249,600

시비 62,400

포항시
260ha

128톤

용역 : 동해수

중(주)

2002

2002.10.30

-

2003.1.27

구룡포 석병

리 2-3마일 

해상에서 구

룡포 장길리 

연안 까지

계 480,000

국비 384,000

시비 96,000

포항시

400ha

172.5

톤

대한수중(주)

2003

2003.11.10

-

2004.2.10

구룡포읍 구

평리 2-3마

일 해상에서 

장기면 양포

리 해역

계 650,000

국비 520,000

시비 130,000

포항시
542ha

225톤
대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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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실적 현황(2000년∼2004년) 자료

년

도

별

실시기간 사업장소
사업비

(천원)

시행

주체

추진

실적

동원인원

참여기관

비

고

2000

2000.8.30

-

2000.12.30

장기법인 어

촌계 외 12

개소

계 241,860

국비 193,488

시비 24,186

자담 24,186

어촌계
417ha

107.1톤

동해수중 외 

2개업체

2001

2001.6.11

-

2001.12.9

장기법인 어

촌계 외 9개

소

계 232,000

국비 185,600

시비 23,200

자담 23,200

어촌계
400ha

92.41톤

천연종합건설 

외 3개업체

2002

2003.4.7

-

2003.8.26

동해입암1리 

어촌계 외 

12개소

계 290,000

국비 232,000

시비 58,000

포항시
500ha

100톤
경산 잠수

2003

2003.10.25

-

2003.12.30

구룡포 석병

2리 어촌계

외 4개소

계 240,000

국비 192,000

시비 48,000

포항시
300ha

83톤
해왕개발

2004
솔라면 지경

리 외 7개소

계 221,118

국비 176,894

시비 44.224

포항시
27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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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관내 항 포구 및 연안 폐어망 어구 수거 처리 실적 현황

(2001년∼2004년) 자료

단위 : 톤, 천원

읍면동 계 2001 2002 2003
2004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12.1 155,329 151.3 47,759 95.4 41,142 155.4 36,728
110

29,700

구룡

포읍
143 43,990 70 25,732 17.3 4,142 30.7 7,366

25

6,750

동해면 109.6 38,630 7 1,680 26.7 17,500 40.9 10,000
35

9,450

장기면 120 36,250 41.7 12,000 21.4 10,000 31.8 7,500
25

6,750

대보면 122.8 33,782 15.8 5,670 30 9,500 52 11,862
25

6,750

두호동 8 517 8 517

환여동 8.7 2160 8.7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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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일수산업협동조합(지도과)’ 어촌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  

    정책과 현황조사

- 해양폐기물 및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정책: 없음

- 폐어망 보상 시범사업: 2004년 부산, 경남에서 진행중

  (40ℓ1포대 - 4000원 보상)

- 2004년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 2,140,000원

-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없음

- 유해어구 폐기물을 비롯한 해양 폐기물 관련 지역 조례: 없음

③‘포항수산업협동조합(지도과)’ 어촌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  

    정책과 현황조사

- 해양폐기물 및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정책: 없음

- 유해어구 폐기물을 비롯한 해양 폐기물 관련 지역 조례: 없음

-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현황: 폐기물 처리시설 없음

④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정책  

     및 현황조사 진행

- 부산, 인천에서는 국가지원금을 받아 폐어망을 수거하고 있음

- 포항의 경우는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음.

⑤ ‘포항해양경찰서(오염관리과)’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정책 및  

     현황 조사 

- 동해병해역(동방125마일)에 각종 폐기물 처리: 폐수, 준설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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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처리신고제 실시: 위탁업체는 포항지역에 3개 업체가 담당

- 해양 폐기물 처리 시 사업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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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시설 유해어구 폐기물의   

   항목별 발생량 조사 

(1)조사 일시: 2004년 6월 14일(월) ∼ 16일(수)

(2)조사 인원: 시민모니터단 5명

(3)조사 내용

① 영일수산업협동조합

- 유해어구 폐기물의 항목별 발생량: 산출이 불가함

-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현황: 어로조업 중 발생한 폐어망 및 폐밧  

  줄을 어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읍사무소에서 수거 처리  

  함

- 유해어구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항목별 재활용 비율: 없음

② 포항수산업협동조합

- 유해어구 폐기물 항목별 발생량: 산출이 불가함

-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현황: 어민들 자체적으로 처리

- 유해어구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항목별 재활용 비율: 없음

③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 유해어구 폐기물 항목별 발생량: 산출이 불가함

-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현황: 현황 파악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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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활동에서의 유해어구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실태조사

(1)조사 일시: 2004년 6월 28일(월) ∼ 7월 2일(금)

(2)조사 인원: 시민모니터단 10명

(3)조사 방법: 2인 1조에 의한 면접 방식

(4)조사 내용: 어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어구폐기물의 발생

량과 처리실태조사

(5)조사 항목: 어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유해어구 종류와 그 

처리 실태

① 폐어망

- 폐어망을 바다에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다. 그리고 새로 어망을 구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밧줄과 납을 다  

  시 사용하여 어망을 만드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밧줄  

  과 납은 어망을 새로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 어망이 바다에 유실되는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어망이 엉켜서 끌  

  어 올리지 못할 때, 조업 중 다른 어민의 어망과 겹쳐 설치되었  

  을 때 등이다. 

- 폐어망 처리비용은 선주와 수협에서 공동부담하고 있다.

- 수협, 읍사무소, 시청 등 해당기관의 관할영역 안에 있는 지역은  



포  항  녹  색  소  비  자  연  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8 -

  해당기관이 폐어망을 수거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  

  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폐 밧데리

- 선박에 보통 밧데리가 6∼8개가 들어가는데, 폐밧데리는 공급업  

  체에서 수거해가거나 새밧데리로 교체할시 보상판매하고 있다.

 

③ 폐유

- 1998년부터 폐윤활유 처리와 관련 면세유취급소에 확인을 받지   

  않으면 면세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어촌별 폐유수거용 저장  

  소를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다.

④ 폐선박

- 선주가 자기 비용을 지불하고 폐선박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  

  다.

⑤ 채낚기

- 납을 사용하는 낚시는 40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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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관리체계의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1. 일  시 : 2004년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2. 장  소 : 포항 북부교회 선교복지관 세미나실

3. 참석자 : 문숙영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박명오 포항시 해양수산과 계장

            원성출 포항시 소형선박 협회장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임양식 포항수협 지도과장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 

4. 내  용 : 지역 유해어구 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체계, 제도의 문  

            제점 논의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논의

            2005년 설치예정인 지역 폐어구 집하장 조성 및 관리  

            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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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조사 원본

어촌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 일 : 2004년 6월 6일 일요일

조사 장소 : 칠포 2동 공동 작업장

조사 방법 : 인텨뷰

인텨뷰 대상 : 설천근 어촌계장

주소 : 흥해읍 칠포 2리 339

연락처 : 054-261-2754

모니터링 내용

  먼저 어촌 계장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인텨뷰를 일정을 잡았다. 

계장님께서는 흔쾌히 인텨뷰에 응해 주셨다. 칠포 2동을 물어 물어 

찾아가 당일 계장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 칠포에서는 약 20-25분 

정도의 선주가 있고 그 중에 철선은 없으며 목선과 플라스틱 배가 

전부라고 말씀 하셨다. 멀리 어업을 나가지는 않으며 인근 바다에

서 주로 횟감을 어업하신다고 말씀 하셨다. 

  주로 사용하시는 어업도구는 어망으로 그 때도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다. 어업도구 폐기에 관하여서는 정부와 수협의 지원이 전무하

여 스스로 폐기하신다고 말씀 하셨다. (주로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하는). 정부의 그물 규제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으로는 규제의 기준이 너무 오래 된 것들이어서 실상에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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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하셨다. 

  어업폐기물 수거의 정부 책임에 관하여 의견을 물어 보니, 수협

에서 어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할 일을 돈

이 없다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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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구 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조사날짜

저희는 원래 도학주(여남동), 최유일(환호동)어촌계장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야하나 그 분들이 농번기라 바쁘셔서 시간을 내줄 

수 없다 하셔 5월 29일 토요일 환여동 바닷가에 가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선원분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1. 이곳 어촌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습니까? 

-전복, 해삼, 미역, 멍게 등을 주로 잡거나 연안지역에서 조개류나 

해초류를 채취한다. 

2. 이곳에 양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름과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양식을 많이 한다. 어촌계에서 협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는 잘 모른다.

3. 이곳 어촌계에는 배를 가진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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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다. 대부분 개인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다. 연락처와 

이름은 잘 모른다.

4. 그리고 그 분들은 주로 어떤 배입니까? 철선입니까? 아니면은 

FRP라는 플라스틱 배입니까?

-철선은 없고 나뭇배가 제일 많다. FRP(플라스틱배)도 많다.

5. 철선은 주로 어떤 고기를 잡습니까? 

-철선은 없다.

6. FRP는 주로 어떤 고기를 잡습니까? 

-주로 가자미, 전어, 고등어 등을 잡는다.

7. 조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쪽 울릉도나 강원도 혹은 더 멀리도 

갑니까? 

-배가 작아서 다 연근해안에서 잡는다. 이 지역배들은 울릉도나 

강원도 쪽으로 조업을 나가지 않는다.

8. 요즘 많이 잡히는 어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수온이 차서 고기가 잘 이동을 하지 않아서 거의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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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잡는 어종에 따른 어업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기가 큰 놈은 그물이 큰걸 쓰고 작은 놈은 그물이 작고 

촘촘한걸 쓴다.

10. 아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러면 다 사용한 후 어업도구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협에서 다 수거한다. 밖이나 바닷가에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버린다.

11. 그냥 버린다면 어디에 버립니까? 

-밖이나 바닷가에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버린다.

12. 정부나 수협, 해안수산부에서 어업폐기물(폐그물 같은 것)을 

수거해갑니까?  수거해간다면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거한다.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김용길 선원님(018-506-5144)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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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구 폐기물 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조사 일시   : 2004.05.28(토)

조사 대상지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1리,대동배2리

 유해어구 폐기물에 대한 어촌계원 인터뷰

  시기상 어민들이 상당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에 사

람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어촌계장과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다.

면접자 : 어촌계에 속한 아줌마.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사양하였다.

한> 대동배2리에서 포획하는 어종은 무엇인가?

  - 도다리, 오징어, 아귀, 문어. 요새 문어가 많이 잡힌다. 수확  

    량이 많이 줄어 예전의 1/10정도 된다.

한> 여기서 양식하는 분들도 있나?

  - 없다.

한> 대동배2리 어촌계에 배를 가진 분은 몇 명이나 되나?

  - 40%정도가 가지고 있다. 14명쯤..

한> 배 종류는 무엇인가? 철선인가? FRP인가?

  - FRP는 3대가 있다. 나머지는 목선이다.

한> FRP는 주로 어떤 고기를 잡는가?

  - 청어, 미주구리(가자미종류)등을 잡는다.

한> 조업은 어디서 하나? 울릉도 근처까지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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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다. 그 정도 까진 못가고 FRP는 여기서 3-4시간 정도 걸리  

    는 곳에서 하고, 목선은 이 근처에서 한다.

한> 요즘 많이 잡히는 어종은 무엇인가?

  - 문어, 가자미..

한> 잡을때 사용하는 어업도구는 어떤 것인가?

 - 그물, 통발을 사용한다.

한> 그럼 다 사용한 후에 그 도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모두 다 태운다.

한> 버리지는 않는가?

 - 다 태우기 때문에..

한> 정부나 수협, 해안 수산부에서 어업폐기물을 수거해가나?

 - 모빌은 수거해간다.(모빌이 뭔지는 안물어봤음. 엔진같은 것을  

   말하는 듯 함)

한> 그물같은 것은 수거를 안하는가?

 - 그런거는 다 태우기 때문에 수거할 것이 없다.

한> 모빌을 수거해 가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가?

  - 전혀 없다.

한>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이거 불이익 같은거 없는가?

한> 절대없다. 안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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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구 폐기물 모니터링

-대보1,2리-

5월 22일 대보1,2리를 다녀옴.

면접자 : 대보2리 최창근(선주)

         대보3동 김혜수(선주)

  대보에서 어업활동은 크게 문어잡이와 청어잡이 두 부류로 나뉜

다. 

  '통발'이라는 어업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문어잡이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가 '그물'을 사용하는 청어잡이이다.

대보에 있는 배들은 대부분 FRP배로 소형어업이고 목선도 때때로 

보인다.

  오징어잡이 배들은 주로 철선이라고 하는데 대보에서 철선은 거

의 보이지 않았다.

  조업은 보통 FRP배로 1~2시간 정도 나간 바다에서 하고, 멀리 영

덕앞바다까지도 간다고 한다.

  어업폐기물처리는 면사무소에서 담당하여 비교적 잘 처리되고 있

는 듯 했다.

  통발이나 그물을 못 쓰게 되면 종류에 따라 우선 소각한 후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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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냥 모아두면 모인 폐기물들은 면사무소에서 수거해가게 되

는데 어민들은 면사무소가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들을 수거해가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한다.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해주는 보조

금 같은 것은 없고 아마도 면사무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 이라고

한다.

  바다주변은 꽤나 깨끗해 보였고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

  요즈음은 본격적인 문어,청어잡이 철이 아니라서 많은 배들이 쉬

고 있는 상태였고, 바다의 골칫거리 '불가사리'를 면사무소에서 

1Kg당 500원에 사들이고 있어 불가사리 잡이도 소일거리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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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유해어구 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일자: 2004년 6월 16일

조사지역: 구룡포읍, 모포리

면담자: 구룡포리 어촌계장, 근해채낚기선주협회, 영일수협 지도과  

        장, 모포리 어촌계장

<협회조직>

협회 어종 어업도구

소형채낚기

근해채낚기선주 오징어 
자동조산기

낚      시
중형채낚기

대형채낚기

소형자망

근해자망선주

게 

새우

골뱅이 

가자미 

가오리

꽁치

그      물

( 게망, 꽁치망, 잡어망

-삼중망, 가오리망, 

가자미망, 통발 )

중형자망

(유자망)

기선저인망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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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장득(구룡포리 어촌계장, 69세)

<밧데리>

-밧데리 판매업체가 폐밧데리를 수거해 간다.

<폐어망>

-폐어망은 선주들이 포대에 담아 놓으면 수협에서 가지고 간다.

-그리고 포항시 청소과에서 가져간다.

-폐어망의 납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다.

-지금은 바다에 버리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은 4, 5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수거해 가는 날은 따로 없고 부둣가 청소원 2명이 있다.

-부둣가에서 청소하는 월급쟁이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포항시에서 수거해간다.

-월급쟁이 청소원은 수협과 자망협회가 월급을 주고 관리한다.

-어망 수거해 가기 시작한 거는 7, 8년 전부터 하였다.

-어망은 선주가 인건비(한 사람당 4, 5,000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위해서 옛날에는 바다에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8, 

90%는 다 수거 처리하고 있다. 

<폐유>

-폐유(엔진오일, 윤활유)는 수협 급유소에서 수거해간다.

-오일 판매업체에서 수거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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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일정한 용기(폐유통)에 담아 놓으면 급유소에서 가져간다.

-폐유 수거는 4, 5년전부터 하고 있다. 

<기타>

-구룡포에서는 폐어망을 수거해 가지만, 영일수협에서 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포항시 공공근로자들이 청소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청소, 수거한다.

2. 근해재낚기선주협회

<밧데리>

보통 한 배에 밧데리가 6-8개가 들어간다. 밧데리 공급업체에서 수

거해서 간다. 그리고 헌 밧데리는 새것으로 살때, 보상해준다. 한 

개당 2만원정도이다. 

<폐어망>

-폐어망은 선주가 부담을 해서 아줌마(일일노동자)들이 그물살을 

따서 포대에 넣어 놓으면 차가와서 가져간다. 돈은 한폭당 얼마 책

정되어 있다.

-그물을 다시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다. 유아(밧줄)는 재활용한다. 

그물살(아바)는 폐기해서 수거해간다. 

-폐어망 폐기 및 수거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주가 육지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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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가지고 오면, 한폭당 5,000원을 받는 아주머니(일용직 노동

자)들이 유아를 제외한 그물살을 끊어내고 수거용 포대에 담아 놓

으면 수협과 자망협회에서 고용한 청소원이 구룡포리에 폐어망을 

모아두는 곳에 운반하여 보관한다. 이 고용된 청소원은 하루에 한

번씩 수레로 실어간다. 그리고 영일수협 인근 어촌에서 수거해온 

폐어망은 읍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업체

로 실어 간다고 한다. 

<폐유>

-수협에서 수거해간다. 어선에 폐유통을 비치해서 조업을 나간다.

-옛날에는 수협에서 발행하는 기름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용카

드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폐유에는 엔진오일 및 윤활유가 있다.

-폐유는 십몇년전부터 수거해 가고 있다.

<폐선>

폐선처리는 선주가 돈을 주고 폐선처리업체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

다. 

<기타>

-납이 달린 낚시는 40년전에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납이 달린 

낚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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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수동(영일수협 지도과장)

<폐어망>

- 어망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 폐어망은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해양폐기물처리업체(울산방제조합)  

  으로 보내서 처리한다.

- 폐어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재활용은 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폐어망을 스티로폼으로 재활  

  용한다는 말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 폐어망을 처리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임금은  

  선주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부둣가에 쌓아둔 1차 폐어망을 처리  

  하는 고용된 청소원의 임금은 1달에 유자망선주협회에서 15만원,  

  자망선주협회에서 15만원, 중매인조합에서 15만원, 수협 판매과  

  에서 15만원, 총 60만원을 주고 고용한다고 한다. 

- 수거된 폐어망은 최종적으로 어촌지역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처리  

  한다고 한다. 

- 이러한 과정은 4, 5년전부터 하기 시작하였다. 

- 지금도 폐어망을 바다에 많이 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육지에 가  

  지고 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폐유>

엔진오일, 폐오일은 수협에서 보관하였다가 포항과 경주의 환경허

가업체에서 수거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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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망 관련 시범사업계획>

-40ℓ 한포대에 폐그물(폐밧줄)을 담아서 수협으로 가져오면은 

4,000원을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2004년부터 부산과 경남에서 진

행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물 실명제>

<환경사업 집행 예산>

1년에 200만원의 예산이 있다. 이것은 영일수협 지도과에서 수거용 

포대 구입 및 지급(어촌계 등), 장갑 등 청소, 수거용 도구를 구입

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4. 김대근(모포리 어촌계장, 68세)

<폐어망>

- 구룡포읍 폐어망 보관장소에 개인적으로 차로 실어 간다. 영일수  

  협이나 읍사무소에서 와서 가져가지는 않는다. 

- 폐어망을 판매하는 공장에서 수거용 포대를 지급해주고 모아놓으  

  면 판매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구룡포읍에 갔다 준다. 판매공장은  

  창주조립(구룡포 소재), 동진어구(포항 소재)이다. 

-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모포면사무소에서 쓰레기 확인을  

  받아가지고 포항시 00에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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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년 전만해도 다 소각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작은 양은 그렇  

  게 한다. 

<어망 침체 발생 사례>

- 조업과정에서 어망이 겹쳐져서 다른 사람 어망을 끊어버리는 경  

  우

- 어망의 변화에 따른 옛날 어망의 사용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해,   

  바다에 버리는 경우

- 태풍을 만나 어망이 뭉쳐지면, 배로 끌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 

<폐유-윤활유>

- 영일수협에서 설치해둔 폐유저장탱크에 보관 해놓으면 유류차가  

  와서 실어간다. 이 폐유는 목욕탕 등에서 다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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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진 자 료

- 홈페이지 용량 제한 관계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