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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의 노예노동과 
노동력 착취에 관한 그린피스 보고서 
업계와 정부를 위한 지침

요약

현재 바다 어자원의 약 90%는 “완전히, 또는 과도하게” 착취된 상태다.1 값 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산업계의 파괴적인 

조업은 해양자원의 고갈뿐 아니라, 수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어업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와 수산업계는 어선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파괴적 조업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노동 정책 및 수산

업 정책의 개정과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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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약 8%는 수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활과 복지를 의존한다. 전 세계적

으로 무려 4천3백만 명이 넘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3 우

리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어선의 근로환경은 열악하

기로 악명이 높다. 어선은 기국에 따라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조업을 할 수 있고, 공해(公

海)와 같이 감시(Monitoring), 감독(Surveillance), 통제(Control), 법집행(Enforcement)이 소홀한 지

역에서의 조업도 가능하다. 선원들은 저임금, 열악한 위생상태, 안전장비 부족, 개인공간 부

족, 장시간 근무와 같은 업계의 광범위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노예노동과 인신매매, 살인처

럼 끔직한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

 

값 싼 수산물의 실제 값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실제 값은 얼마일까? 

해양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와 간접비의 증가는 수산업계가 점점 더 값 싼 노동력에 

바다의 위기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의 긴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통해 

우리의 시장에 수산물이 오른다.”  

후완 소마비아, 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사무총장 2

© Greenpeace / Pierre Gle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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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거나 심지어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등, 파행적인 기업활동을 벌이는데 일조했다. 또한 

해상에서의 미흡한 통제와 법의 집행은 수산물의 양식 및 가공에 대한 규제의 약화로 이어졌

다. 이에 기인한 인적 고통과 환경 파괴는 가려진 채, 피해자인 선원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벗

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적이고(illegal), 지속불가능하며(unsustainable),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unregulated) 업계에

서는 사람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의 ‘2014 인신매매보고서’ 발간 기념 연설 中4

약점 악용 사기 계약 이동의 자유 제한 감금 신체적, 성적 폭력 협박과 위협 

여권 등 신분증 차압 급여 미지급 빚 담보 노동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제한없는 노동 시간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지표를 모두 아우르는 선원들의 노동 현실

지표출처: ILO 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ur(SAP-FL)

© Greenpeace / Paul Hilton © Greenpeace / Pierre Gle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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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소비량 

증가 

이윤창출을 위한 

수산기업 조업활동 

증가

해양자원 

고갈 

조업 경쟁 

과열

더 멀리

더 오래

더 많이
선원 

노동 착취

파괴적 

어업방식

해양생태계 

파괴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업

수산업계의 인권유린과 파괴적 어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비용의 최소

화, 이윤의 극대화’라는 효율성의 법칙에 따라 업계의 파행적 노동력 착취는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의 경계로 넘어오기도 한다. 노동법을 고려하지 않는 선박 소유주

들은 수산업 관리규정은 물론이고, 환경보존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전 인류를 위한 

가치 또한 등한시한다. 값 싼 수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업계의 비도덕적 기업운영이 맞

물려 이처럼 파괴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싸게 더 많이 먹기 위해,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해양파괴와 선원 인권유린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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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파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들

해상전재(Transshipment)와 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는 선박소유주들이 쉽게 통제를 피

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바다 위 노동착취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전재(Transshipment)란?

바다 위에서 어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해상전재’라 한다. 원양어선은 불

법어획물을 은폐하고 해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소형 어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대형 화물선으로 옮

겨 싣고 필요한 물품과 연료를 보충하는데, 이를 통해 항만국의 통제와 검사 또한 피할 수 있게 된다. 

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 FoC)란?

선주의 국적과 어선의 등록된 국적이 다른 형태로 조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용선(타사의 배를 빌려 어업하

는 것)으로 조업을 하는 것이다. 선박은 기국의 여러가지 연관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범, 규정이 미흡하

거나 법률망이 느슨한 국가의 선박으로 기국을 바꿀 경우 규제와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해상전재로 인해 선박의 항해기간이 길어지면서 법과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편의치적제도로 인해 선주들이 규정이 약하거나 강제가 힘든 나라의 국적을 악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산업계는 이러한 편의적 장치를 악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규

정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참치가 해상전재되는 모습

© Jiri Rezac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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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의 노동착취 문제는 업계 내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해

외 언론을 통해5 선상의 노예노동과 파괴적 조업이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지면서 북미와 유럽 

소비자들을 필두로 소비자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수산업계와 소비자들 또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고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 강국 대한민국, 뒤처지는 노동자 처우

한국은 총 수산물 어획량 세계 13위의 수산강국이다.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총 어업생산량은 3,305,700톤이며, 이 중 양식을 제외한 약 32%(약 1,060,000톤)는 연근해에

서, 약 20%(약 669,160톤)는 원양에서 어획되었다.7 이와 더불어 한국은 한 해동안 수입한 해양수

산물의 양이 총 5,231,330톤(2014년 기준)8에 달해, 수산물 수입국으로도 전 세계 10위9 안에 드

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한국인의 수산물 섭취량은 전 세계 일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인 

19.2kg10의 약 3배에 달하는 54.9kg11이다(2012년 기준). 

국내 업체도 피할 수 없는 

수산업계의 노동력 착취 실태

© Ardiles Rante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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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선원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잃고 있다. 

2015년 미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는 대한민국을 최상단계인 

1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와 동시에 “한국은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관한한, 성인남녀 및 아동 

피해자들의 근원국(source)이자, 경유국(transit)이며, 최종목적지 국가(destination country)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문제삼는 대목이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1,464명의 외국인이 한국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에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2 전

체 선원 대비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인종차별적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13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14년 선원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인 선원의 월 평균 

임금은 4,335,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이의 3분의 1 수준인 1,112,000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4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격차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근해어

업 선원 중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부실한

지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바다 위 노동착취는 특정 해역, 어종, 회사를 떠나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국제수산업 관리규정이 비교적 확실한 참치업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는 심각한 폭행,15 살인적인 노동강도,16 사기 계약17 등을 

감금 경험

10.1%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한 사람

93.5%

신체적 폭행 
피해자

42.6%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긴 사람

79.3%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

53.3%

하루 평균 
조업시간

13.9시간

국가인권위의 국내 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2012년) / 이 연구는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실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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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인권문제와, 해상안전에 대한 미흡한 감시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몇년 간 국내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해외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한

국은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썼다. 다음은 국내외 언론을 오르내렸던 주요 사건들에 관

한 보고이다.

#1. 오양 70호, 침몰과 함께 밝혀진 가혹한 선원들의 생활

2010년 8월, 사조그룹 트롤선 오양 70호가 뉴질랜드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건. 살아남

은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양 70호의 침몰은 무리한 조업의 결과였다. 사고가 난 정황과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

대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밤낮없는 조업, 잡은 물고기를 식량으로 대체하는 파행과 폭언, 구타가 난무했

던 것으로 드러났다. 침몰 당시, 선상에는 사고에 관한 알람이나 탈출안내가 전무했다.18 오양 70호의 침몰은 원양어선

의 조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2. 오양 75호, 변하지 않은 선원 인권유린 사태

2011년 6월, 오양 75호에서 39명의 외국인 선원이 탈출하면서 알려진 사건. 탈출한 선원들은 뉴질랜드 당국에 오

양 75호에서 일어난 노동착취, 폭력, 임금체불 등을 알렸고, 이는 뉴질랜드를 넘어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2012년 

2월 발표된 뉴질랜드 정부의 보고서에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선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6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하며 그 구체적 내

용이 밝혀졌다.19 이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는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용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

고자 관련 수산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오는 2016년 5월부터 외국 용선의 국적변경(Re-flagging)이 의무화되었다.20

#3. 501 오룡호, 유령선장과 노후선박이 앗아간 산 사람 목숨

2014년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이던 사조그룹 배 오룡 501호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업을 강

행하여 60명의 선원 중 27명이 사망하고 26명 실종 된 사건. 선상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선장은 없었고 항해사만 

있었으며, 배에 바닷물이 차오르는 등의 긴급상황이 있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은 전무했다.21 이 사건은 

원양업계에서 불법 서류조작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 90%22에 달하는 한국에서 안전점검 절차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4. 101 소진호, 필리핀 선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 

2015년 6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공해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101 소진호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 출항한지 며

칠만에 가슴통증, 무기력감, 손발부종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후송을 요구한 필리핀 선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한달 간 방임 및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 선원은 2015년 7월 7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 

접수되었다. 선장은 자신의 행위를 발설하면 강제 하선시키겠다며 다른 선원들을 협박했으나,23 해경의 조사 후 폭

행혐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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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한국인 간부선원들의 인명 경시 풍조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01 소진호 사건 부산해경 관계자 25

“저는 ‘이런 것(폭력, 성추행, 거친 언어)이 한국의 문화인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양 75호에서 일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수기토씨 인터뷰 中 26

이처럼 국내 수산업계에서 벌어진 노동착취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 29호)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

처를 취할 수 있는 국제 규정으로, 수산업계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반

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는 협약이다.

© Paul Hilto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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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 대한 노동착취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산업 공급망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다. 최종시장(end market)을 포함, 전체 생산망을 아우르는 수산업계가 정부와 함께 어선 위 노

동착취 및 해상감시의 미흡과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미 마련된 기존의 조치를 준수하

고 국제 노동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준 하향화를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는 선박의 과잉 어획능력 근절, 어족자원 개체수 회복, 수산

물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시장경쟁 방지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

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선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은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선의 소유주와 선장은 국제노동협약 가입국에 

등록된 자이거나 가입국 국민이다. 따라서 설령 해당 어선이 편의치적제도에 따라 타국의 어

선으로 등록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관련 국내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 가입국의 집행기관

들은 노동과 안전에 대한 기준과 법령을 편의치적제도를 떠나 보다 엄격히 강제해야 하며,     

수산업계는 변화할 수 있다 : 

업계와 정부를 위한 지침

© Greenpeace / Alex Ho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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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불법어업 억제와 근절에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

은 결국 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원

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산업계를 위한 지침

수산물의 어획, 가공 및 양식은 소비자의 수요뿐 아니라 공급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주체인 수산업계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자연산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은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수산업체와 양식업

체를 통해서만 조달받는다. 잡어(trash catch)27를 원료로 해서 만든 사료를 제외한 모든 양식업 

사료의 유통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양식사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연산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은 어선에서부터 판매처에 이르기까

지 100%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전체 공급망에 대한 무작위 감사 및 정기 감사가 업체의 조

달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불법어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선박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산물을 조달받지 않는다. (그린

피스는 시장주체들이 수산물 조달 계약 체결시 참고할 수 있는 “불법어업 선박 블랙리스트와 권고사항”28을 마

련하였다).

•해상전재 행위를 한 선박의 어획물을 조달받지 않는다. 

•수산물 어획 및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의 수산물을 조달받지 않는다.

•노동법에 반하는 착취행위에 연루된 기업의 수산물을 조달받지 않는다.

•국제 노동기준(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29 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 2007, 국제노동구기구 해

사노동협약30 등)을 준수하는 선박, 기업, 통조림 제조사, 수산물 가공사의 제품만을 조달받는다.  

업계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또한 현행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이 노동착취 문

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31 지속가능한 제품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기준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인증뿐 아니라,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를 위한 지침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자국민과 자국에 등록된 수익적 소유자(선사)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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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기준을 시행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피

스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와 정책입안자는,

•수산물을 어획하는 선원뿐 아니라, 가공 및 유통 종사자 모두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의 규정을 포함한 핵심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정으로 선상 노동환경을 감시하고, 노동착취와 인신매매에 연루된 

자국민과 공무원을 포함 모든 노동착취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원의 승하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칙을 시행하고, 이를 초국가적으로 확대

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율을 재고해야 한다.   

•유엔 공해어업협정(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불법어업(IUU) 및 어선 어획능력에 대한 국제행동계획, FAO 이행협정, 

FAO 항만국조치협정 등, 불법어업 퇴치를 위한 주요 협약에 비준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

해야 한다.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와 국가적 방안을 통해 기국의 의

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불이행 기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해상전재를 금지해야 한다.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 94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 94

조: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사항(선원의 근로조건 포함)에 관

하여 효과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에 대해 각국 정부와 수산업 관리기

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의 이행 외에도, 정보기관 등 국가 행정관련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정보교

류의 강화와 협력은 불법어업과 선원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

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협약의 모든 회원국들은 인신매매와 선원 강제노동에 대한 국

제적 대응을 조율하는데 있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sation: 

INTERPOL)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은 특히 개도국의 경제에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생산

된 수산물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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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nt_srl=49386

저인망 트롤선, 새우 트롤선으로 잡은 시장가치가 낮은 혼획물. 치어, 

상업적 가치가 없어 사료로 사용되는 어종 등.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campaigns/oceans/

pirate-fishing/Blacklist1/About-the-blacklists/

국제 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930)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49)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1951)

제105호 강제노동 펄폐에 관한 협약 (1957)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1958)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1973)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1999) 

기준적용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노사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이점은 여러 관련 

협약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외 대상의 예로 개도국의 소형 어선을 

들 수 있다.

2014년 8월, 해양수산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는 “해양수산관리협의회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규탄한다. 강제노동 규정 

위반으로 기소, 고발된 기업은 MS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한해 MSC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정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강제노동에 대한 기소, 고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MSC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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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후원자 중 아래의 188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름 또는 닉네임을 수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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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전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캐나다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창설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전세계 55개국에 지부 및 사무소를 

두고 에너지혁명과 해양보호, 삼림보호, 독성물질 제거, 

북극보호, 건강한 먹거리 등 여섯 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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