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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마련하여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서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추진계획’을 시행한
다고 11일 밝혔다.
※ 블루카본 :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하였다.
앞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서·남해에 밀집한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
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성 생물 발생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 밀접분야에 대한 해상
재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말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같이 대
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생태계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으며 원래

블루카본 생태계를 위협하는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시 경비함정,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을

방제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수거지원하고 괭생이

통해 알고 있다.

모자반, 적조 발생 시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블루카본 보호구역 유입
차단 등 연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지원을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해양오염

대응할 계획이다.

사고로부터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 시
행으로 해양오염으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며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서·남해에 집중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주변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서 블루카본과 연계한 해양오염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