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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시행(’15.12.)으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산진흥종합대책(수산업법), 어업·어촌발전계획(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대체하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 배경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법」은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
하지 못해 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분야의 차별한
상황을 반영하기 곤란
- 「수산업법」은 허가·면허(1차 산업)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가공·유통·어촌 지원 등(2·3차 산업)
분야를 포괄 못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 의미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고, 수산업의
6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수산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산진흥종합대책 「수산업법」, 어업·어촌발전계획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을 폐지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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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어촌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어장의 범위 :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

지원 대상의 범위
■■수산인의 범위 :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범위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어업인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 산업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
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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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
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대책기간 : 2016~2020년
대책 주요 내용(「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
1.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어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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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성격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 법 시행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진흥종합대책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업·어촌발전계획을 승계
*기 본법 부칙 제2조(어업ㆍ어촌 발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한■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기본법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74조(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수립)을 삭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에 제출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의결 의무화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시행
■■기본법 제7조 5항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산업·어촌 발전계획(시·도계획)을 수립·시행
■■기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계획과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시·군·구 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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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산업·어촌의 환경 분석

1

수산부문 여건변화와 글로벌 수산동향

1. 수산부문 글로벌 여건변화

(생산 여건) 세계수산물생산량은 어선어업의 생산정체 속에서 양식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양식어업으로 생산(소비 기준 62%)되고 수산물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총공급(FAO) : 어선 ’08) 89,443천 톤 → ’20) 93,410 / 양식 ’08) 52,843천 톤 → ’20) 78,625
* 소비 : 어선 ’06) 64,533천 톤 → ’20) 60,814 / 양식 ’06) 47,164천 톤 → ’20) 74,258

■■국내·외 수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Fishflation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수산물 가격전망(FAO) : 어로수산물 23% 상승, 양식수산물 50% 상승

(양식업) 글로벌 식량 위기에 따라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중국·일본 등 양식 수산물 생산국가의 생산여건 악화와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태로 인한 생산기반 악화, (중국) 심각한 연안오염과 이에 따른 양식개발제한■
규제 강화 및 최근 중국의 수산물 소비 급증

■■세계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 비중이 확대(’08~’10년 평균 38% ⇒ ’20년 45%)
* 이코노미스트, 농업혁명에 상응하는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 시작, 윌리엄 할랄, 2028년 수산양식이 주력산업■
으로 부상(시장규모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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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U는 공동수산정책 개혁안(’14~’20), 과잉어획(overfishing)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어획물 해상폐기 금지,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설정된 MSY(최대지속가능어획량) 달성, 어획능력
감축 등 중점 추진
* ’20년까지 모든 어종의 어획쿼터에 MSY(maximum sustainable yield) 전면 도입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관련 국가의 공동자원관리를 통한 어획 쿼터를 설정하고 IVQ
(개별어선할당제도)를 이용하여 분배
* 노르웨이는 양륙액 기준 95%의 어획물이 IVQ 제도 이용

(스마트 수산) 수산물생산·유통·가공·소비의혁신과스마트화로 수산업 첨단 산업화
진행
■■생산기반 첨단·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간·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합기술 분야가
중점 부각
*(선진국 연구개발) 로봇형 양식장은 GPS 위치결정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구동시스템, (네오비즈) 바이오플락■
기술 적용하여 육상 대규모 양식 현실화  등 구비

■■유통·가공 수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단계까지 스마트 기술이 응용되면서 신선도 유지 및 위생
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노르웨이) 고등어 전자경매시스템, (프랑스) TRACEO의 스마트 식품 신선도 표시 기술 등 발전

■■소비자 선택 최종 소비자가 생산정보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이력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 제공
* (EU) 식품이력 규정 운영, (일본) 양식물 이력제, 자연산·양식산 구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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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가속화) FTA 체결 확대, 다자간 협정의 진전 등 관세철폐 가속화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그리고 한·중 FTA가 동시에 발효(’15.12)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발효 및 타결 15건(52개국), 협상 중 2건(14개국), 준비 및 여건 조성 9건(23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타결과 중국 주도의 RCEP 등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TT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제 규제) FAO의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 권고사항이 국제사회의 의무 규정으로 강화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인 EU, 미국 등의 IUU 관련 개별법 제·개정으로 IUU규범 불이행 시
수산물 수출 원천 봉쇄 우려
* EU,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비협력 제3국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국의 모든 수산물 수입 불허  

■■국제사회는 세계어선등록(GR) 도입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세계 어선, 운반선 관리
노력 필요
* FAO, EU 등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세계어선등록(Global Record of Fishing Vessels) 추진

■■EU는 IUU관련 자국법에 규정을 도입하고, 제재조치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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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세계 수산업 및 주요 수산선진국별 산업동향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2% 증가, 특히 양식업(5.9%) 증가율이
어로어업(0.8%)에 비해 매우 높음
■■’13년부터 양식어업 생산량이 어로어업을 추월하기 시작
≪세계 수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 : 만 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생산량

16,436

16,833

17,772

18,271

19,106

어로어업

9,126

9,022

9,486

9,243

9,386

양식어업

7,310

7,811

8,286

9,028

9,720

자료 : FAO Fishstat J, 2015

수산업의 글로벌화로 지난 5년간 세계 수산물 교역규모도 계속 증가 추세, 수출은
연평균 7.2%, 수입은 6.5% 증가
■■’13년 세계 수산물 수출은 세계 교역품목 전체 수출의 약 0.75% 차지
≪세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965

1,107

1,296

1,293

1,365

수입

999

1,111

1,298

1,295

1,366

무역수지

-34

-5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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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생산 현황
■■2000년 이후로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13년 총 생산량은 477만 톤으로
추정
* 일본 수산물 생산량(만 톤) : (’00) 648만 톤 → (’10) 529

- 일본 수산물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세계 생산대비 일본 비중 : (’10) 3.1% → (’11) 2.7 → (’12) 2.6 → (’13) 2.5

- 최근까지 어업생산량이 77%~79%를 유지함으로써 양식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수산업과는 다른 동향을 나타냄
≪일본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MT)
어선어업

양식

연도

합계
내수면

해수면

내수면

해수면

’09년

42

4,169

41

1,202

5,465

’10년

40

4,124

40

1,111

5,292

’11년

34

3,830

39

867

4,770

’12년

33

3,717(추정치)

34

1,040

4,824(추정치)

’13년

31

3,711(추정치)

31

996

4,769(추정치)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14.

■■’03년 이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3년의 수산물 생산량은 1,027톤
으로 ’03년 1,302톤에 비해 약 21% 감소
■■최근 5년간 일본의 내수면 양식생산량 기준 주요 5개 어종은 전체 내수면 양식생산량의 98%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
* 내수면 주요 어종(’13) : 장어(46.0), 은어(17.1), 무지개송어(16.1), 잉어(9.8), 송어(9.5)

■■해수면 양식품목 중 최대 생산 품목은 김으로 30% 이상 차지
* 해수면 주요 품목(’13) : 김(34.3), 큰 가리비(18.2), 굴(17.8), 잿방어(16.2), 참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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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수출입 현황
■■’12년 기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
- 일본의 수산물 및 수산품 수입 규모는 연평균 2.8%씩 증가
* 수산물 수입 규모 : (’02) 13,646백만 달러 → (’12) 17,991

■■수산물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규모의 빠른 신장세로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심화
* 최근 3년간(’09-’11) 교역규모 증가 : (수출) 16.0% 상승, (수입) 31.2%

유통 및 가공현황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통하는 수산물 비중이 감소세이며, 가공품 및 냉동품을 중심으로 한
직접거래는 증가
* ’10년 기준 일본의 수산가공부문 매출 규모 : 3조 1,225억 엔

■■일본의 수산물 소비가 신선어류에서 가공·조리식품으로 변화 중
* 일본, 식용어패류 소비량의 60% 가공

소비현황
■■1인당 평균 1일 어류 소비량은 18.5g(’09년 ~ ’11년)으로 동일 기간의 세계 평균 소비량인
5.1g에 비해 3.6배 정도 높음
■■일본의 어류단백질 섭취 비중은 20.4%(’11년)로, 세계 평균인 6.5%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 ’10년 이후 일본의 어류 소비량(’10년 18.8g → ’11년 17.9g) 및 어류단백질 섭취 비중(’10년 21.2%■
→ ’11년 20.4%)이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저염 수산품 출시와 고령화 및 워킹맘의
증가로 인한 간편 식품 출시가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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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생산현황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수산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온 국가로서, ’13 기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39% 담당
■■’10년 이후 어획 생산량은 정체하는 반면, 양식 생산량은 크게 성장
- 최근 5년간 중국의 어획 생산량은 136백만 톤 증가를 나타낸 반면, 양식 생산량은 같은 기간■
1,183만 톤 증가
≪중국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MT)
어선어업

양식

연도

합계
내수면

해수면

내수면

해수면

’09년

2,184

13,012

22,229

23,051

60,475

’10년

2,290

13,372

23,553

24,277

63,491

’11년

2,233

13,810

24,785

25,388

66,216

’12년

2,298

14,127

26,518

27,425

70,368

’13년

2,310

14,248

28,098

29,015

73,671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14.

■■중국의 연근해 주요 생산 어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은 갈치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100만
톤 이상 생산
■■최근 5년간 양식 생산량은 26.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해수면 양식과 내수면 양식은 각각
25.9%와 26.4% 증가
* 생산량 비교(’13) : 내수면(28백만 톤, 510억 불), 해수면(29, 220)

■■중국 내수면 양식 생산의 상위 5개 어종*이 전체 내수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
유지
* 내수면 생산비중(%) : 초어(18), 백련어(13.7), 대두어(10.7), 잉어(10.8), 붕어(9.2)

■■해수면 양식 생산의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해수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 유지
* 해수면 생산비중(%) : 다시마(17.3), 굴(14.3), 바지락(13.1), 해조류(9.7), 가리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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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12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및 수산품 수출 국가이며,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수산물 및
수산품 수입 국가임
* 수산물 수출 : (’02) 4,485백만 달러 → (’12) 18,228
* 수산물 수입 : (’02) 2,198백만 달러 → (’12) 7,441

- 수산물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품종은 어류로서 최근 3년간 평균 52.5%의 비중을 차지
- 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중국 수산물 수출에서 어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담당하는 품목으로■
24%의 수출비중 차지

유통 및 가공현황
■■’13년 기준 중국 수산업 국내 총생산액은 1조 9,351억 8900만 위안이며, 8,984억 3500만 위안의
부가가치 창출(KOTRA)
* 가공기업은 9,774개이며, 연간 가공능력은 2,745만 톤 수준

■■주요 대형유통매장은 RT-Mart, 까르푸, 월마트 LOTU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선, 냉장, 냉동,
가공 등 모든 수산물 취급

소비현황
■■평균 1인당 일일 어류 소비량은 7.9g(’09년~’11년)으로 동일기간의 세계 평균 소비량인 5.1g과
비슷한 편임
■■중국의 어류단백질 섭취 비중은 8.6%(’11)로써, 세계 평균인 6.5%보다 높으며 어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고급 수입 수산물(연어, 새우 등)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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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생산현황
■■노르웨이의 수산물 생산은 ’09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
■■어선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9년 이후 약 17.2% 감소
≪노르웨이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MT)
어선어업

양식

연도

합계
내수면

해수면

내수면

해수면

’09년

0.662

2,692

0.083

962

3,655

’10년

0.705

2,838

0.088

1,020

3.859

’11년

0.752

2,434

0.073

1,144

3579

’12년

0.753

2,291

0.085

1,321

3,613

’13년

0.528

2,228

0.103

1,248

3.476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14

■■해수면 양식은 ’13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12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노르웨
이의 양식 생산금액은 92.1% 증가
* ’09년 962천 톤에서 ’13년 1,248천 톤으로 약 37.3% 증가

■■’13년 기준, 노르웨이의 양식 생산은 대서양 연어, 송어, 그리고 대서양 대구 3개 어종*이 전체
양식 생산의 99.6%를 담당
* 최근 5년 간 3개 어종이 양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9.6%

■■노르웨이의 양식 생산에서 연어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최근 5년간 약 4.3% 증가
(’09년 89.7% → ’13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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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12년 기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수산물 수출 국가로 수산물 및 수산품 수출 규모는 ’02년~
’12년 사이 연평균 9.6%의 증가
* 노르웨이 수산물 및 수산품 수출규모 : (’02) 3,569 백만 달러 → (’12) 8,912

■■수산물 수입은 정체하고 있으나 수출의 큰 신장세로 인하여 무역 수지는 급성장(’07년~’11년
사이 56.7% 성장)
- 노르웨이의 어류 중 최대 수출 단일품목은 신선냉장 어류로써, ’14년 기준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중■
55.3%를 담당
- 냉동어류는 신선냉장 어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단일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16.6%의 수출 생산금액을 차지

유통 및 가공현황
■■건조 및 염장과 관련한 수산기업의 수는 소폭 감소(12개)하였으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냉동 및 통조림 등의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직원 수 및 생산가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소비현황
■■노르웨이의 1인당 연평균 하루 어류 소비량(’09~’11)은 15.3g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인 5.1g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편
■■’11년 기준 노르웨이의 어류단백질 섭취 비중은 13.8%로써, 세계 평균인 6.5%보다 높은 편임
* 어류단백질 섭취 비중(’09년 14.3% → ’10년 13.9% → ’11년 13.8%) 및 1인당 하루 어류 소비량(’09년 15.4g → ’10년
15.3g → ’11년 15.1g)은 감소하는 추세

21

Ⅱ. 수산업·어촌의 환경 분석

라. 미국
생산현황
■■최근 5년간 미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은 약 20.6% 증가(’09~’13)
* ’09년 4,712천 톤 → ’13년 5,683천 톤

- 최근 5년간 세계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동없이 약 3% 수준
* 미국은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어선어업 생산량 기록(’12년 기준)

≪미국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MT)
어선어업

양식

연도

합계
내수면

해수면

내수면

해수면

’09년

23

4,208

300

181(추정치)

4,712

’10년

23

4,412

301

196

4,932

’11년

22

5,141

241

156

5,560

’12년

21

5,117

229

191

5,558

’13년

26

5,216

254

187

5,683

* 자료 : FAO, Fishery statistics 2014.

■■양식 생산량은 최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
- 양식 생산량은 ’11년 큰 폭으로 감소 이후 최근 다시 회복세를 나타냄
  * ’09년 481천 톤 → ’11년 397천 톤 → ’13년 441천 톤

- ’11년 양식 생산량의 큰 감소에도 생산금액은 증가를 보인 반면, 최근 5년간 양식 생산금액은 26.3%
증가
- 주요 4개 어종*이 최근 5년간 전체 내수면 양식생산량의 대략 96% 이상 차지, 해수면 양식의 경우■
3개 어종*이 90% 이상 차지
  * 내수면 양식 주요 어종 : 얼룩메기, 무지개송어, 래드스웜프 가제, 틸라피아■
  * 해수면 양식 주요 어종 : 굴, 연어, 조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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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12년 기준 세계 5번째 규모의 수산물 및 수산품 수출 국가이며, 2번째 규모의 수입 국가임
- 수출 규모는 연평균 5.8%의 증가(’02~’12년)
  * 미국 수산물 및 수산품 수출규모 : (’02) 3,260 백만 달러 → (’12) 5,753

- 수입 규모는 연평균 5.1%의 증가(’02~’12년)
  * 미국 수산물 및 수산품 수입규모 : (’02) 10,634백만 달러 → (’12) 17,561

■■’11년 수산품 수출금액은 크게 증가였으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입 금액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무역적자 8.0% 증가

유통 및 가공현황
■■수산물 시장 규모는 약 158억 달러 수준
* 신선제품이 52.6%인 83억 달러, 냉동제품이 34%인 54억 달러, 상온보관제품이 13.4%인 21억 달러임 (Mintel, 2010)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수입 제품의 위생 문제 증가
- 향후 수입수산물 유통에 관한 검역 활동 강화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미국산 제품 소비 장려 활동■
등이 예상됨

소비현황
■■소비자들의 친환경 수산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가능 수산제품(Sustainable Seafood)에
관심을 두고 있음
■■평균 1인당 하루 어류 소비량은 5.1g(’09 ~ ’11년)으로써 동일기간의 세계 평균 소비량인 5.1g과
비슷한 편임
* 미국인들의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 중 신선·냉동 제품 73%, 통조림 제품 25%, 훈제제품 2%(NMF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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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수산선진국별 정책동향
가. 일본

<일본, 제3차 수산기본계획(’12~’16)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제3차 수산기본계획 수립(’12~’16)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20년까지 생산량 449만 톤 회복, 수산물 자급률 70%
■■새로운 자원관리체제 하에서 자원관리 강화
- EEZ 자원관리 강화 및 국제적 자원관리 추진, 조사연구 강화
- 환경 부하가 적은 지속적인 양식업의 확립
-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하면서 어업발전의 확보

■■의욕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실현
- 자원관리·어업소득보상대책에 의한 어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 2022년까지 가입률 목표 90%

- 어업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영

■■다양한 경영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생산구조의 확립
- 국제 경쟁력 갖춘 경영체 육성을 위한 어업경영의 체질 강화
- 6차 산업화의 추진, 융자 및 신용보증 등 경영지원 시책 실시
- 어업인 후계자 및 인재 육성, 여성 노동력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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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소비확대와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어식(魚食)보급,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
-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 수산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 가공·유통기능의 발휘에 의한 수급균형 확보, 수산물 수출 촉진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 만들기
- 어항·어촌의 재해대책 확립, 어항기능의 강화
- 지역자원의 활용과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 발휘

양식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
■■지속적인 양식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양식규모의 확대(양식비용 절감, 해외시장 개척, 유통비용 절감), 계획적인 양식생산량 설정(양식어■
수급 검토회 발족)
* ’14년 어기의 양식생산 목표 방어 및 잿방어 14만 톤, 참돔 7만 2천 톤

■■양호한 어장환경 확보, 천연자원의 적절한 이용
- 어장환경 유지, 근해양식 추진(양식시설 개발, 자동급이기, 수중침하 양식방식 등), 순환여과식 육상■
양식 개발
- 뱀장어, 참다랑어의 천연종묘의 안정적 수급 대책 수립(어미자원의 보존 관리, 종묘 채포량 제한 등),■
생사료 또는 어분 자원의 적절 관리

■■환경변화에 대응 및 천연자원의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 인공종묘 전환(뱀장어,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양어용 사료개발, 육종기술을 접목하여 기후변화 대응한■
양식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안심적인 양식생산의 추진
- 시장에서 자연산 및 양식산의 구분 판매, 양식물 이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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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중국 제 12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 주요 달성 목표>

제12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 수립(’11~’15)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
■■양식어업 발전을 통한 공급 능력 개선
- 양식면적 확대 및 생산성 저조한 양식장(2천만 ha)의 표준화
  * 양식면적 1억 ha 이상 확대, 양식생산량 비중 전체(6천만 톤)의 75% 목표

■■수출 수산물의 품질 강화 및 국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원양어업 생산확대로 수출지향형
수산업 발전
* 수산물 수출액 180억 달러 달성 / 원양어업 생산량 130만 톤 달성

■■수산업의 고차 산업화(수산가공업 발전, 레저어업 등)를 통한 신흥 산업 발전으로 어업
총 생산액 증대
- 수산 가공업 발전과 레저어업 등 신흥 산업의 발전
  * 어업 생산액 2.1만억 위안, 수산물 가공률 40% , 2·3차 산업 생산액 비중 53% 목표

■■어선어업 지양 및 자원 방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추진
- 동력 어선 척수 통제
- 각종 수산 자원 방류 사업, 해양목장규모, 수산생물보호구역 확대
  * 1,500억미 방류, 500만 ha 해양목장규모, 국가급 수산생물보호구역 23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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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수산업 주요 정책목표>

“Maritime Opportunities –Blue Growth for a Green Future”를 통한 해양
수산업의 비전 제시
■■노르웨이 3대 전략 산업인 에너지, 해양, 수산업은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며 통합 전략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
* 2015년 정부 전략 : “Maritime Opportunities – Blue Growth for a Green Future”

■■수산청을 통상산업수산부(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로 개편하고 노르웨이
수산관리회를 통해 관리업무 수행
* ’14년 1월 정부조직 개편, 수산업의 수출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

■■국가 전략과 함께 노르웨이 수산업은 수산관련 주요 4대 법적 근거에서 제시한 목적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음
* 수산업참여법(’99), 양식법(’05), 해양자원법(’08), 수산물판매기관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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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공동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업 지속적 성장 도모
■■노르웨이는 주요 어업자원이 인근 국가와 인접한 수역에 분포함으로 단일 어업관리 정책을
수행하기에 불리한 여건임
* 인접 국가의 수역과 90% 중첩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관련 국가의 공동자원관리를 통한 어획 쿼터를 설정하고 IVQ
(개별어선할당제도)를 이용하여 분배
* 양륙액 기준 95%의 어획물이 IVQ에 의한 것임

(양식업) 양식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 식품 생산
■■양식 부문 국가전략인 “Strategy for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Norwegian Aquaculture
Industry”를 통한 지속적 산업성장 도모
- 양식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지향적 생산, 고품질 안전 식품 생산, 친환경■
양식 생산 등을 추진
* 바다이 방재, 폐양식장 환경 복원, 윤리적 어류 양식, 안전 양식품 생산  

≪원거리 통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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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가공) 수산물 수출 전략을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 강조
■■노르웨이 식품 관리 규정은 EU규정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양식 사료 단계에서부터 가공
까지 HACCP 요건을 갖추도록 함
■■수산물 생산 정보 및 이력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 EU의 식품이력 규정인 EU Regulation NO 1169/2011를 준수

(수산물 교역)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기반 마련
■■EEA Protocol 9를 통한 EU와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고 35개 국가와 FTA를 통해 교역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13년 약 80억 불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노르웨이 수산물 생산액의 95%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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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미국, 차세대 전략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생태계 기반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해양생태계의 건전성과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각 연도별
실행 우선 순위를 제시
- 해양대기청은 ‘차세대 전략계획(Next Generation Strategic Plan)’ 수립
- 차세대 전략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년별 ‘NOAA Annual Guidance Memorandum’을 제시하여 정책■
달성 우선 순위 조정

수산업 생태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에 중점
■■기후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구축
- 기후정보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민간, 비영리기관과 공조하여 수산업 생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지역별 기후 정보를 제공

■■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 및 연안 책무를 강화
- 서식지 청사진(Habitat Blueprint)을 기초로 하여 해양환경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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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양대기청의 정보 자산을 고도화하여 연안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 미해양대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Port Tomorrow와 같은 연안 지역 경제와 통합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어업자원 측정 및 관리기법의 향상을 통한 남획방지 및 자원회복 지원
- 미 어업관리협회와 공조하여 남획 방지와 자원회복을 위한 연간 어획 쿼터를 설정하고 자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생물 중심의 자원관리를 생태계·서식지 보존을 포함하여 추진
- 매그슨-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에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멸종위기보존법 등을 연계하여 자원■
관리 추진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어업관리계획의 확대
■■자원회복 대상어종의 확대 및 관리수단의 강화
- 전체의 478개 어종을 관리하기 위해 46개의 어업관리계획 수립
  * 478개 어종은 전체 생산량의 90% 점유

- 478개 어종 중 남획으로 판정되면 자원회복계획을 수립·추진
  * 2013년 기준 자원회복 대상어종 34종, 남획진행 어종, 28종, 남획어종 40종

■■2007년부터 연간포획제한(annual catch limits)을 새롭게 도입
- 남획이 진행되거나 남획된 리스트 어종을 포함, 모든 어업에 적용
  * 자원회복계획의 성공적 사례로서 블랙씨베스, 가을 치누크 연어

■■자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특정 어종의 남획을 판단하기 위해 자연과학 분야에서 자원평가를 실시, 과학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받음
  * 현 자원의 상태,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수집

-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원회복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원회복■
계획의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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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U

<EU 공동수산정책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EU 공동수산정책(’14-’20)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
■■어류폐기물 감축을 위해 어획량의 95%를 양륙해야 하는 의무를 단계적(’15)으로 부과,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제도 시행
* ’20년까지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를 기초로 모든 어종 TACs 설정

■■’17년까지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물 해상 폐기 행위 전면금지 예정
* (’14) 고등어, 청어, 전갱이, 멸치, 정어리, 참다랑어, 황새치, 날개다랑어, 양미리류, 발틱해 연어 → (’16)대구, 랍스터■
서대기 → (’17~)모든 어종

■■불법어업 방지, 예방, 제거를 위한 IUU어업통제 강화
- IUU어업 통제 규정 도입, 수입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 부과
* (’10.1)IUU통제법 및 (’12.9)IUU관련 제3국통제규정 발효, 제3국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어획증명서■
요구, IUU 선박리스트 작성 등

■■양식업의 증진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설계
- 양식장 설치 수면적 부족, 양식면허 제한, 수질오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양수산 정책지원기금
(EMFF) 지원  
* 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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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14년부터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지원 등을 위해 총 65억 유로의 해양수산 정책지원기금
(EMFF) 마련
* 어선 엔진교체 보조금, 친환경 어구 전환, 인력 양성 등 지원 내용 합의

- EU R&D기금(Horizon 2020), 교육훈련기금(Erasmus+) 등을 이용하여 추가 지원
- Horizon 2020 총 702억 유로, Erasmus+ 총 145억 유로 배정(’14~’20)
- 수산개도국과 양자협상을 통한 합법적 조업권 획득 확대  
* EU-모로코 간, EU-기니비사우 간 어업협정 갱신, 서부 사하라 수역 조업권 획득
* E U-모리타니아 간 어업협정을 갱신하여 연간 약 7,000만 유로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2년 동안 EU어선■
70척의 입어를 승인

«수산개도국-EU 어업협정 현황»

단위:€

국가

만기일

유형

연간 총 공여액

수산정책개발금

카보베르데*

2017.03.29

참치

435,000

110,000

코모로스*

2016.12.31

참치

600,000

300,000

코트뒤부아르

2018.06.30

참치

680,000

257,500

가봉

2016.07.23

참치

1,350,000

450,000

그린란드

2015.12.31

복합

17,847,244

2,743,041

기니비사우

2017.11.23

복합

9,200,000

3,000,000

키리바시

2015.09.15

참치

1,325,000

350,000

마다가스카르*

2014.12.31

참치

1,525,000

550,000

모리타니아*

2014.12.15

복합

70,000,000

3,000,000

모리셔스

2017.01.27

참치

660,000

302,500

모로코

2015.02.27

복합

30,000,000

14,000,000

모잠비크

2015.01.31

참치

980,000

460,000

상투메프린시페

2018.05.22

참치

710,000(’14~’17)
675,000(’18)

325,000

세네갈*

2014-2018

복합

8,690,000

3,750,000

세이셸

2020.01.17

참치

5,350,000(’14)
5,000,000(’15~’19)

2,600,000

주 : *표시 국가는 2014년에 어업협정을 갱신 또는 재협약한 국가임
자료 : EU CFP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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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현주소

1.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상
한국 수산물 생산 세계 13위, 수출 22위, 수입 9위
■■수산물 생산은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1~10위권 국가의 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차지
* 연평균 생산증가율(2000~2012, FAO) : 세계 2.5%, 중국 4.1%, 한국 2.5%

■■수산물 수출은 중국, 노르웨이 등, 수입은 미국, 일본 등이 주도
-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00년 이후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연평균 수출증가율(2000~2011, FAO) : 세계 8.0%, 중국 15.0%, 한국 3.5%
* 연평균 수입증가율(2000~2011, FAO) : 세계 7.2%, 미국 4.8%, 한국 9.9%

≪세계 주요 국가별 수산물 생산 및 교역비중≫
단위 : %
순위

수산물 생산량
(2010~2012년 평균)

수산물 수출액
(2009~2011년 평균)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37.8

중국

12.1

미국

13.7

2

인도네시아

7.7

노르웨이

7.5

일본

13.4

3

인도

4.8

태국

6.4

스페인

5.7

4

페루

3.3

베트남

4.6

중국

5.6

5

베트남

3.1

미국

4.4

프랑스

5.3

6

미국

3.0

덴마크

3.8

이탈리아

4.8

7

필리핀

2.8

칠레

3.5

독일

4.3

8

일본

2.8

캐나다

3.4

영국

3.4

9

러시아

2.5

스페인

3.2

한국

2.9

10

미얀마

2.4

네덜란드

2.9

스웨덴

2.8

1~10위

소계

70.3

소계

51.7

소계

61.9

한국

한국(13위)

1.8

한국(22위)

1.6

-

-

전 세계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자료 : FAO 수산물 생산 및 교역통계(http://www.fao.org/fisherv/statistic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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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국내경제 속에서의 수산업 위상은 지속적으로 축소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업부가가치(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72%에서 2013년 0.24%로 감소
- 어업부가가치의 절대 규모는 커졌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축소■
되고 있는 실정
≪어업부가가치 및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추이≫

주 : 명목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산가공의 생산유발효과는 타 산업 대비 매우 큰 것으로 분석
■■한국은행 2012년 산업연관표의 161개(소분류) 산업에서 총산출액 순위를 보면 수산가공품
107위, 수산물 115위 기록
* 총산출액(2012) : 수산가공품 8조 6,035억 원, 수산물 7조 6,890억 원

- 수산가공품의 생산유발효과가 2.473으로 매우 높아 161개 산업 중 12위 기록■
(수산물은 1.793으로 10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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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어촌의 현황
가. 거시지표
2012년부터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어업생산의 규모는 0.2%로 산업비중이 감소
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 성장이 감소
< 국민경제에서 어업 비중 및 성장률 현황 >
단위 : 10억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 국민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GDP)

1,265,308.0

1,332,681.0

1,377,456.7

1,429,445.4

1,485,078.0

○총부가가치(GVA)

1,145,124.1

1,209,956.2

1,251,455.3

1,303,238.2

1,354,286.4

- 농림어업

28,297.4

30,454.0

30,775.1

30,437.2

31,710.3

2.2

2.3

2.2

2.1

2.1

3,425.8

3,732.8

3,416.4

3,061.1

2,970.4

0.3

0.3

0.2

0.2

0.2

(구성비)1
-어업
1

(구성비)

□ 경제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

1,188,118.4

1,265,308.0

1,311,892.7

1,341,966.5

1,380,832.6

- 농림어업

28,297.4

27,744.6

27,506.9

28,357.7

29,086.8

-어업

3,425.8

3,392.7

3,306.1

3,086.3

3,316.8

○ 국내총생산 성장률

6.5

3.7

2.3

2.9

3.3

- 농림어업 성장률

9.2

-2.0

-0.9

3.1

2.6

- 어업 성장률

-6.5

-1.0

-2.6

-6.6

7.5

■■부가가치율 하락은 어업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원자재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수산물의 실질생산
자가격 하락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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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거시지표 추이≫

나. 자원 및 연근해어업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자원회복 정책에 따라 수산자원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정체 수준
■■수산자원량은 ’09년 831만 톤에서 ’14년 860만 톤으로 약 3.5% 증가
< 수산자원량 및 연근해어업 어획량 추이 >

■■최근 5년 동안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생산금액의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년 113.2만 톤에서 ’13년에는 104.5만 톤(약 14.9% 감소), ’14년에는 다소■
증가되어 106만 톤을 기록
- 연근해어업생산금액은 ’10년 39,117억 원에서 ’14년에는 37,870억 원으로 5년 동안 3.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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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다. 양식산업
저가의 해조류 생산량 증가한 반면, 패류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생산금액은 지속적 감소
■■2014년 우리나라 양식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155만 톤, 1조 9,324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소폭 증가, 생산금액은 지속 감소
* 2014년에는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

≪양식업 생산현황(’14, 내수면 제외)≫

38

구분

생산량(천 톤)

생산액(억 원)

단가(천 원/kg)

해조류

1,097천 톤
(김 407, 다시마 372, 미역 284)

4,912억 원
(김 3,163, 다시마 816, 미역 709)

0.45

패류

357천 톤
(굴 283, 굴 9천 톤)

5,629억 원
(전복 2,970, 굴 2,071)

1.58

어류

83천 톤
(넙치 42, 조피볼락 25)

7,777억 원
(넙치 4,027, 조피볼락 2,072)

9.37

기타

갑각류 5천 톤,
기타 16천 톤

갑각류 714억 원,
기타 16억원

14.28
(갑각류)

총계

1,557천 톤

1조 9,324억 원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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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천해양식이 해면어업 생산량을 상회하였으나, 해조류 중심의 생산
증대로 최근 10여년 간 양식어류 생산은 감소
* (해조류 생산) (’05) 621천 톤→(’14) 1,096천 톤/ (어류) (’05) 6억 마리 → (’14) 3억 마리

■■양식 총 면허 건수 및 면허 면적은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면허 면적 대비
생산성은 정체 단계
* 면허건수 및 면적: (’01) 9,352건, 122,218ha → (’14) 9,907건 144,547ha
** 양식 어장 대비 생산량: (’00) 5.3톤/ha → (’08) 10.1 → ('10) 9.6 → ('14) 10.7

■■전체 수산업에서 양식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43.6%에서 2014년에는 46.8%로 증가
* 생산금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4.5%에서 26.2%로 소폭 상승

내수면 어업은 전체 수산업 대비 어가수 약 6.2%(3,659어가), 생산량 약 0.9%
(30천 톤)으로 아직 미약한 수준
■■양식 기술의 발달로 생산 잠재력이 높고, 한·중 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가 있어 체계적
육성이 필요
* 중국 내수면 어업 생산량(’14년 기준 3,166만 톤) > 한국 1,055배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단위: 만 M/T, 억 원)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탈, http://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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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양산업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연간 60만 톤의 생산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
■■지난 5년간 원양어업 생산은 계속 감소 추세이나 2014년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및 포클랜드
오징어 어황 호조로 전년대비 생산량 크게 상회
≪원양어업 생산추이≫

≪원양어업 생산량 및 수출규모≫
구분

’10

’11

’12

’13

’14

어획량(만 톤)

59

51

58

55

67

생산액(억 원)

13,645

14,670

16,554

14,080

12,752

수출액(백만 $)

658

676

712

572

538

* 주요 어종별 생산량(’14, 천 톤) : 가다랑어 230, 오징어 167, 황다랑어 64, 크릴 52 등
* 주요 어종별 수출액(’14, 백만 $) : 참치류 375, 저서어류(이빨고기, 돔류 등) 103, 오징어류 36

2013년 원양어선 척수 315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1%를 차지하여
경쟁력 약화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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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산식품산업 : 유통, 가공, 수출입 등
(수급 및 물가) 수산물 생산 및 자급률은 정체 상태, 소비자물가는 상승세인 반면
생산자물가는 최근 하락세 뚜렷
■■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수산물 산지가격 하락으로 ’10년 100.0에서 ’14년 87.0 소폭 감소
≪수산물 생산, 자급률 및 물가 추이≫

(유통·가공) 지난 5년간 수산물 산지유통에서 계통출하 비중은 정체상태, 수산
가공품 생산도 소폭 증가에 그쳐
■■’14년 계통출하 비중은 일반해면 60.2%, 천해양식 39.8% 차지하며, 수산가공품 생산에서 부가
가치가 낮은 단순냉동품이 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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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계통 생산량 추이

수산가공품 생산량 추이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주요 도매시장인 수도권 거래량이 전체 18개 도매시장 거래의
약 60%를 차지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연 도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353,780

155,436

172,044

-

-

26,300

’00

409,006

148,491

118,732

71,013

12,981

57,789

’10

418,216

119,671

102,109

46,628

7,601

142,207

’14

417,534

102,123

89,916

41,290

7,876

176,329

(수출입)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은 15.0%, 수입은 30.3% 증가했으나 최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는 둔화
■■’14년 수산물 교역에서 FTA 체결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30%(6억 $), 수입은 43%(18억 $)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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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평균 수출입액 상위 10대 품종
순위

수출

수산물 수출입 추이

수입

품종

비중

품종

비중

1

참치

23.4

명태

9.6

2

김

9.6

새우

7.0

3

기타어류

8.6

기타어류

6.7

4

오징어

6.3

소금

5.2

5

넙치

3.4

낙지

4.8

6

굴

3.2

새우살

3.9

7

붕장어

2.6

오징어

3.6

8

게살

2.5

참치

3.5

9

삼치

2.4

조기

3.3

10

전복

2.3

연어

3.1

1~10

소계

64.3

소계

50.6

바. 어가 및 기타 지표
(어가·어가인구) 최근 5년간 어가는 10.6%, 어가인구는 17.4% 감소하였으며,
고령화율은 ’10년 23.1%에서 ’14년 32.2%로 증가
■■어가·어가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 고령화율 비교 : 전국인구의 12.7%, 농가인구 39.1%, 어가인구 32.2%

어가 및 어가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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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경제) 최근 5년간 어가소득은 상승 추세,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낮지만
전국평균 가구소득보다는 높은 수준 유지
■■가구원 1인당 어가소득(’14년)은 1,710만 원(2.4명)으로 도시근로자가구(1,727만 원, 3.29명)보다
낮지만 전국평균가구(1,608만원)보다는 높은 수준
<가구원 1인당 어가소득의 비교>

<어가경제 주요 지표 추이>

단위:천 원, %
구분

2010

2012

2014

어가소득(A)

13,729

14,952

17,090

전국 평균
가구소득(B)

13,166

14,961

16,084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14,145

16,044

17,269

A/B

104.3

99.9

106.3

A/C

97.1

93.2

99.0

* 가구원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한 수치임

(기타 수산지표) 연근해 어선척수 및 허가건수는 감소 추세, 양식업 생산성은
증대, 수산가공업은 저차가공(단순냉동 등) 중심
■■총어선척수는 어선감척 및 신규 허가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감소
■■최근 5년 동안 양식어장 면적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14.2% 증가
■■수산물 총수급규모는 지난 5년간 6.4% 감소했으나 식용 및 비식용(사료, 종자 등) 국내소비는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냉동품이 60% 이상으로 고부가가치 전략상품
개발이 시급
■■어업경영주도 계속 감소추세인 가운데 외국인 선원 고용은 크게 증가했고, 어선원 임금도 최근
5년간 37.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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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산지표 추이 ≫
구분

2009(A)

2010

2011

2012

2013(B)

증감률
(B/A)

총어선척수(척)
근해어업 허가건수(건)
연안어업 허가건수(건)

77,713
3,404
61,388

76,974
3,276
58,091

75,629
3,280
55,432

75,031
3,238
54,866

71,287
3,188
53,882

-8.3
-6.3
-12.2

양식면적(ha)
단위면적당(ha) 생산성(톤)

139,871
9.4

141,015
9.6

139,811
10.6

137,971
10.8

141,312
10.7

1.0
14.2

수산물 총수급 규모(천 톤)
국내소비 규모(천 톤)

5,935
4,071

5,979
3,625

5,918
3,813

5,973
4,024

5,553
4,118

-6.4
1.2

수산가공품 생산(천 톤)
냉동품 생산 비중

1,898
66.4

1,815
71.0

1,866
67.0

1,885
64.5

1,820
63.6

-4.1
-4.2

수산물 계통출하율(%)

41.6

41.4

45.7

46.2

46.2

11.0

어업경영주(명)
외국인선원 고용현황(명)

69,379
13,789

65,775
17,558

63,251
19,550

61,493
21,327

60,325
20,789

-13.1
50.8

어선원임금(천 원)

26,188

29,696

38,246

36,363

36,031

37.6

수산업경영인(명)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18,268
15,432
2,729
107

18,772
15,772
2,852
148

19,757
16,498
3,068
191

20,621
17,118
3,285
218

21,601
17,871
3,486
244

18.2
15.8
27.7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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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어촌분야 여건 전망
(개방 확대) 최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체결 및 비준 등에 따른 관세
철폐 등 글로벌 시장개방 가속화
■■’97년 개방이후 교역규모는 증가했으며 관세율은 낮은 상황
* 수산물 교역 : ’01) 39억 달러 → ’13) 60억 → ’14) 65.7억 달러 / 평균 관세율 17~18%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전망
* 어장 공유로 생산어종이 유사하고 중국 수산물이 전체 수입의 30% 차지

(생산구조) 어업 및 양식분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며 주변국과 수산자원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될 전망
■■근해어업은 어선원 인력확보가 어렵고 어선 노후화 심화
* 선령 6~15년 어선은 감소, 선령 16~25년 어선은 증가 추세

■■밀식을 통한 양식생산량 증가는 한계에 다다르고 사료, 육종 등 기술 혁신 및 어장환경 관리,
인력·자본 진입 등이 필요
* 양식생산량 : (’09) 1,313 → (’11) 1,478 → (’13) 1,515 →(’14) 1,547천 톤

■■어선감척, 자원조성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은 증가 추세이나 중국 불법조업 문제, 러시아·일본
등과의 협력 중요성 커질 전망
* 국내 자원량(최적량 1,000만 톤) : (~’80) 1,000만 톤 → (’13) 860만 톤 → (’14) 860만 톤

(유통 및 가공) 수산물 유통구조는 복잡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었으며 가공업계는
영세하고 부가가치 창출 미흡
■■수협은 위판중심 사업구조로 상품화 판매기능 취약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위생수준,
상품화 설비 낙후
* 시장 점유율 ’12년) : 산지 물량 57%, 금액 67% / 소비지 : 5.7%, 4.9%  

■■향토수산기업이 영세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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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렌드)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친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국내 수산물소비량은 최대 1인당 51.3kg까지 증가 전망
*예 ) 일본 수산물소비 (’00) 67kg/1인 → (’10) 56.6 : ①무역자유화에 따라 비교적 값싼 육류로 대체,■
②젊은 층의 수산물 선호도 저하

■■생산·유통·판매전과정에 대한 위생·안전성 요구와 자원보호 가치 등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인력·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기반 약화 및 복지기능 미흡하며, 생산분야와
유통·가공 및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화 필요
■■신규 인력 및 자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어가인구 등 지속 감소 예상
* 어가인구(60세 이상) 추이: (’90) 496천 명(11.0%) → (’11) 159(24.5) → (’20P) 55(36.2)

■■1·2·3차 융복합 어촌경제활성화 기반 부족, 도시 및 농촌과 비교하여 어촌복지의 사각지대 존재
* 도서어촌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농촌의 2배 이상 소요

(소득·복지) 어업인의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이 미흡하고 경쟁
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 필요
■■국토 최전방 지역인 낙도의 불리한 경제활동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부처별 의료, 교육 및 주거
여건 등 종합적인 관리 부재
* 유인도서 지원(행자부), 섬지역 의료(복지부), 도서지역 교육(교과부)

■■특정 지역에만 가입되는 양식보험의 한계와 어선원·어선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수산분야 정책
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
* 양식품목 전국 사업품목(5), 보험 가입률(5톤 미만) : 어선원 31.9% / 어선 35.7%

■■정책자금의 획일적 지원으로는 업종간, 품목별 경쟁력을 고려하지 못해 영세 어업인 및 경영
지원대상자의 지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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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산업·어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1

그간 수산업·어촌 정책 여건 및 환경

■■정책여건 1960년, 수산업은 식량자급과 수출 효자 산업으로 각광받았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산업 구조 고도화로 1차 산업의 비중 급감
- 수산업의 GDP 비중은 ’70년대 1.6%에서 ’00년대 0.2% 감소
* 페티-클라크의 법칙(1차 산업 비중 줄고, 2차, 3차 산업 확대) 적용

■■시대별 정책 (’60년대)식량자급 및 수출, (’90년대)어업협정 이후 감척 및 어업관리, (’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08년)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정책환경 해조류 중심의 생산 증대로 부가가치 상승에 한계가 발생하고 생산기반인 어장 및
어선의 노후화가 심각 (2014년)
- 어선 노후화(21년 이상) 정도는 원양어선 91.57%, 근해어선 26.86%, 연안어업 12.50%이며,■
기업화된 업종의 노후화율 심각
- 최근 10년간 수산물 생산량은 양식 수산물 중 해조류를 중심으로 22.5% 증대되었고, 타 업종 및■
양식어류 등은 정체 또는 감소
* 양 식 수산물 생산량 150만M/T 중 해조류 70.3%, 패류 23.0%, 어류 5.4%로 해조류 생산량이 절대적이지만,■
생산금액은 어류가 40%로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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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어촌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패러다임의 변화 요인
■■수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
- 관리형에서 시장형 어업, 수산물의 소비 패턴의  변화

■■경제 주체(생산자)의 변화
- 생산인력 고령화 진행, 전문경영인 수요 증대

■■메가트렌드와 수산업의 구조 변화
- 시장개방 및 글로벌화, 온난화에 따른 자원변화, 신기술 융합 및 발전

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생산자의 규모화와 현대화
-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근해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 등 생산자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시대적 경쟁력■
확보
- 생계형 영세 연안 어업인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 모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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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연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형 산업구조 변모
- 어업인 고령화, 어촌 축소, 글로벌 개방,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등 어업경영악화에 대응한 연계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 내수중심형 단순가공산업 탈피, 원료수입-완제품-수출의 가공무역형 산업구조 전환

- 수산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창출 주도
*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유통혁명을 통한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한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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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

5대 정책목표
정책목표 1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정책목표 2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정책목표 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정책목표 4
어촌·활력 제고

정책목표 5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표 정책목표

20대 주요 전략
자원관리의 선진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양식산업 규모화·첨단화
해외 생산기반 확대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경쟁력 제고
글로벌 협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어촌 산업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조성
어촌문화 융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신 수산업 육성
수산업 투자 활성화
차세대 수산인력 양성
수산융복합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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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5대 정책목표

20대
전략

60대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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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1. 자원관리 선진화

5.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

■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 생태계

기반 자원조성 시스템
구축
■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선진화

■ 생산단계

식품 안전성 강화
■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강화
■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6.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 수산물

자급률 제고
■ 안정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3. 양식산업 규모화 및 첨단화

7.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 양식업의 첨단화 추진
■ 전략 양식품종 육성
■ 글로벌 양식산 품질관리 도입

■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
■ 유통

인프라·시스템 선진화
■ 영세어업인

유통기반 지원

4. 해외 생산기반 확대

8.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해외 수산자원 공급기반 확충
■ 원양어업 경영 체질 개선
■ 책임있는 원양어업 체계 강화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 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
■ 수산식품

연구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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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목표, 20대 전략 및 60대 추진 과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9. 수출 경쟁력 제고

13. 어촌 산업 활성화

17. 신 수산업 육성

■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수출인프라

확충
■ 통합마케팅

지원 확대

■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수산기자재

산업 고도화
■ 수산종자산업

기반 구축
■ 관상어

산업 육성

10. 글로벌 협력 강화

14.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18. 수산업 투자 활성화

■ 국제어업 규범 준수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연안개도국 수산협력 확대

■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청정어항 도입 및 확대
■ 어촌어항 안전기반 강화

■ 수산

R&D 혁신
■ 수산생명산업

육성 지원
■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11. 해외시장 진출 확대

15. 어촌문화 융성

19. 차세대 수산인력 양성

■ 시장개방 협상력 강화
■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
■ 국내 보완대책 내실화

■ 어업유산 보전·계승
■ 어촌 문화 아카이브 구축
■ 전통 어업문화 계승

■ 수산

전문 인력 양성
■ 신규

진입인력 지원 강화
■ 맞춤형

귀어 귀촌 활성화

12.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16.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0. 수산 융복합 산업화

■ 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산자원관리 협력 증진
■ 수산 인프라 개선

■ 어업인 복지지원체계 확충
■ 어업인 안전보장 강화
■ 낙도 어업인 지원 확대

■ 아쿠아

스마트팜 개발
■ 수산

빅데이터 활용
■ 융복합형

수산산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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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1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사업성과 및 한계
■■자원관리 어선감척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경영 수지가 개선되었고, 감소추세에 있던
수산 자원이 점차 회복 되는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톤당생산량 : (’90) 3.26 톤→(’00) 2.99 →(’05) 3.40→(’14) 4.34
* 수산자원량 : (’90) 835만 톤→(’00) 768 →(’05) 783→(’14) 860

- 그러나, 과학적 자원조사·평가를 위한 인프라(연구인력, 조사선, R&D 등) 부족으로 어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적 자원관리 정책 추진 한계
* 현재 자원조사 전용선 2척으로 연근해 모든 해역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

■■연근해어업 조업안전과 어업경영 개선 등을 위한 대형선망, 권현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노후
어선 현대화사업 신규 추진
- 어선 노후화 현실*을 감안, 투자확대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조건 등 재조정 필요
* (’14) 연근해어선 46천여 척 중 16년 이상 39%(18천 척), 21년 이상 13%(61백 척) 45,830척

- 어업인 희망에 따른 감척보다는 자원남획이 큰 업종 및 어선을 중심으로 정부의 직권감척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

■■양식업 ’06년부터 양식생산량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상회하였으나, 해조류 중심의 생산 증대
로 최근 10여년간 양식어류 생산은 정체
* (해조류 생산) (’05) 621천 톤 → (’14) 1,096천 톤 / (어류) (’05) 81천 톤 → (’14) 83천 톤

- 양식 총 면허 건수 및 면허 면적은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면허 면적 대비 생산성은■
정체 단계
* 면허건수 및 면적: (’01) 9,352건, 122,218ha → (’14) 9,907건 144,547ha
** 양식 어장 대비 생산량: (’00) 5.3톤/ha → (’08) 10.1 → (’10) 9.6 → (’14) 10.7

■■원양업 연안국 수산협력 강화, 지역수산기구 신규가입*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해외
수산 자원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 내 원양선사의 조업이 가능한 신어장 확보(목표종 : 이빨고기 및 빗금눈동 등)를 위해 남인도양수산■
협정(SIOFA)에 신규로 가입(’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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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조업규제 강화*, 원양어선 노후화, 어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양선사의 경영여건이 지속적■
으로 악화
* (러시아) 수산자원 자국화 정책으로 한국 쿼터 축소, (서아프리카) 조업어선 감척
* 어 선수(척)/생산량(천 톤) : (’70) 278/90 → (’80) 750/458 → (’90) 810/925 → (’00) 535/651 →■
(’12) 344/575 → (’13) 342/550

- 일부 원양어선의 불법(IUU)어업으로 국제 신뢰도 저하에 따라 국제사회의 위상 회복을 위한 원양■
어업의 체제 개선 필요

정책 추진 로드맵
✠ 생태계를 기반한 수산자원 조성과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한반도 수산자원을
확대하고 신규 어획관리제도의 도입 추진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어업 구조 개편 추진과 생산경쟁력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준법어업 질서확립을 위한 시책 강화
✠ 양식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규모화·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수준의 양식
수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적극 추진
✠ 해외 수산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원양어업
체질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치어·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와 TAC 내실화를 통해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
시스템 구축
- 수산자원 조사·평가 인프라 확충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 자원■
관리제도 도입 적극 추진

■■(지원관리)연근해어업 자원남획이 큰 업종·어선 등을 중심으로 희망감척과 정부의 지정 감척을
병행, ’23년까지 초과어선의 감척 완료 추진
* (~’18) 초과어선(4,413척)의 52%(2,315척) 감척 → (~’20) 어선 감척 73%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처벌 및 단속역량 강화와 한·중간 외교적 협력 강화로 어업인 피해■
및 자원 고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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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첨단화·규모화를 위한 양식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으로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
* 참다랑어 종자와 중간 육성기술 민간 보급(’16) 및 어미사육시스템 지원(’16, 30억)

■■원양산업 국제수산기구 신규 가입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정적인 해외 어획
쿼터**를 확보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가입(’15.6.17) 및 문대연 사무국장 당선(’15.9.2)
** 국제수산기구 어획쿼터(천 톤) : (’14)34 →(’15)34 →(’20)40

- 원양어선 현대화사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해외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사안전■
감독관을 통한 안전관리 점검 강화
- 원양어선의 감시·감독·통제(MCS) 강화를 위해 조업감시기능 확대

기대 효과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방식 개선과 해외 수산물 생산능력 제고를 통해 ’20년까지 연근해·양식·
원양 수산물 생산량을 390만 톤으로 증대
- 연근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으로 ’20년까지 연근해어업 자원■
량 40만 톤 증대
- 양식 양식 생산의 첨단화·규모화 및 수출 유망 품목 육성을 통한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부가■
가치 기여도 증대(’20년까지 0.1% 달성)
- 원양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구축 실현과 원양산업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안정적인 해외수산 자원■
확보(’20년 원양수산물 생산 7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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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자원관리 선진화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조성 및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수산자원량 : (’14) 860만 톤 → (’18) 900만 톤 → (’20) 1,000만 톤

가. 정책 추진 방향
■■과학적 자원관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조사 기반을 확립하고,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수산자원 조사·평가 활용체계 구축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조성 바다숲·바다목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 종묘방류 인증제 도입
■■총허용어획량 제도 선진화 합리적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어획량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어획량
관리를 내실화하고 신규어획할당제 도입 추진

나. 추진 전략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 IC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체계적·입체적 수산자원■
관리 기반 마련
  * 자원조사선 : (’15) 2척(800톤급) → (’18) 3척(800톤급 2, 1,000톤급 1)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조성
- 바다녹화사업을 통한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생태특성을 고려한 방류사업 개선을 통한 수산
자원 조성사업 효율화 도모
  * 바다숲(누적): (’15) 9,144ha → (’20) 24,000 / 바다목장 : (’15) 36개소 → (’20) 50

■■총허용어획량 제도 선진화
- TAC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선진 어획할당제인 개별할당량(ITQ)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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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 자원조사 선박 3척 운영으로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및 조사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15) 2척 보유 → (’18) 1척(누계 3척)

가. 과제 개요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 및 수산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

나. 추진계획
■■과학적 근거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자원조사선 및 연구 인력 등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확충
- 자원조사선 증척, 수산자원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산자원 조사·분석 및 교육을 위한 수산자원
조사 센터 건립(’16년 완공) 등 추진
* 자원조사선 : (’15) 2척(800톤급) → (’18) 3척(800톤급 2, 1,000톤급 1)

■■’20년까지 연근해 및 주변수역(EEZ 등) 정밀 모니터링 자원조사체계 구축
  * 조사간격 : 30마일 → 10마일
  * 조사방법 : 수심별 단층(저층) → 다층
  * 조사정점 : 75개 정점 표본조사 → 500개 정점 전수조사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수산자원생태 조사 및 평가 추진
- 수산자원 잠재생산력 및 서식지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등

■■수산자원 조사정보 DB 고도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요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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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태계 기반 자원조성 시스템 구축

◆ 2020년까지 바다숲 24,000ha 조성 및 바다목장 50개소 조성 추진
바다숲 : (’15) 8,986ha → (’20) 24,000 / 바다목장 : (’15) 36개소 → (’20) 50

가. 과제 개요
■■바다숲·바다목장 등 바다녹화사업 추진 및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

나. 추진계획
■■바다숲 전국 연안 갯녹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잘피숲 서식지 복원, 천연 해조장 보전 등 바다숲
조성 사업을 매년 3,000ha 이상 시행
* 바다숲 조성계획(누적)  : (’15) 9,144ha → (’18) 18,000 → (’20) 24,000

« 바다숲 벨트 조성 »

갯녹음해역

→

바다숲 조성

→

복원된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설치 등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안바다목장* 조성
* 조성계획(누적): (’15) 36개소(완공21/계속15) → (’16) 40개소(26/14) → (’20) 50개소

■■종묘방류 회유성(연어, 참조기) 및 내수면(토종산천어 등) 종묘방류를 통해 자원의 양적 증강
도모 및 생태보호를 위한 방류종묘 품질 관리
- 방류사업 효과성 조사 및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확대 검토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적 열성화가 우려되는 종을 대상으로 유전적으로 건강한 종묘만 방류
하는 ‘방류종묘인증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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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선진화

◆ TAC 제도 운영 내실화 및 ITQ 제도 도입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기법개발(’18), ITQ 제도 시범 도입(’18)

가. 과제 개요
■■TAC 산정방법 개선, 어획량 보고제도, 성실이행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TAC 제도
운영 내실화
■■어업인에게 할당되는 어획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 어획 할당제(ITQ) 도입

나. 추진계획
■■수산자원 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기법 적용 등 체계적 자원평가를 통해
TAC 산정방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18)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평가기법 개발 → (’19) 생태계 기반 TAC 산정

■■TAC 어획량 보고, 어획량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TAC
관리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16) 어획량 보고 등 개선 방안 마련→(’17) 관련 법령 정비→(’20) 모니터링 등 인프라 구축

■■TAC 참여에대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어업인의 의무부담을 완화하여
TAC 제도 활성화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할당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리 기반 자원관리 방식인
개별어획할당제(ITQ) 시범도입 추진
* (’17) 수산자원 관리 법령 정비 → (’18 이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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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준법조업체계 확립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생산량 유지: (’14) 106만 톤 → (’18) 108만 톤 → (’20) 114만 톤

가. 정책 추진 방향
■■(생산 경쟁력) 수산자원의 건강성 회복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통해서 연근해어업 생산 안정화
■■(조업질서) 불법어업 제재 강화와 신속·공정한 어업분쟁 조정체계 구축으로 허가의 특권화·이권화
관행을 철폐하고 갈등관리 강화

나. 추진 전략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 연근해 어선척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선을 감척하고, 노후어선을■
현대화하여 연근해어선 기반 강화
* 자원량 대비 초과 근해어선을 ’18년까지 65척, ’20년까지 91척 감척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연안어업 조직화, 체계적인 어구 종합관리 등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선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허가 심사·평가제 도입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등으로 국내외 준법조업
체계 확립
* 어업관리단 동·서해 2개 해역체제를 동·서해·제주 3개 해역체제로 확대■
(지도·단속 장비) 항공단속시스템 도입 및 어업지도선 확충 연구

65

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2-1.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 어업 제도 개선, 연안어업 지원 강화 및 유령어업 저감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척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14) 23톤 → (’18) 24톤 → (’20) 25톤

가. 과제 개요
■■어업허가 심사·평가제 시행, 어업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 개선 및 연안어업 조직화를
통한 연안어업 수급조절 능력 제고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별 어구 종합관리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어업허가 심사·평가제 시행으로 신규인력의 어업진입을 활성화하고, 어업조정위원회에 조정
효력 부여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 「수산업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추진(’16년~)

■■꽃게, 낙지 등 대중성·고수익 품목을 중심으로 자조금 조성, 경영·자원관리 컨설팅 실시 등 연안
어업생산자단체 결성* 지원 확대 추진
■■어구의 생산부터 유통·판매 및 폐기까지 종합적 관리를 위한 친환경어구 인증제, 새어구 투입량
및 폐어구 신고제 도입 등 검토
* 「어구관리법」 제정추진(’16)으로 사후수거 중심에서 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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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2.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 2020년까지 수산자원량 대비 초과어선의 73%를 감척
감척어선/초과어선 : (’14) 463척/4,413척 → (’20) 3,214척/4,413척

가. 과제 개요
■■우리나라 자원량 대비 적정 어선수로 유지하기 위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어업 경영수지 개선
*적정 어선척수 41,185척의 11%(4,413척)인 초과어선을 ’20년까지 3%(1,199척)로 개선

■■고비용·저효율 노후어선을 복지·안전 중심 구조로 현대화하고, 어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공개시장 조성

나. 추진계획
■■연근해 어선척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원남획이 큰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정감척 본격 시행(’16~)
* ’20년까지 근해어선 91척을 감척, 이중 69척을 직권감척으로 진행 방안 검토

■■근해어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표준선형개발 등 실증사업 및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연안어선
노후기관교체 지원확대(’16~’20 5,345척 지원)
■■어선 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어선 정보 공개·관리, 어선 중개업 등록제 도입 등 공개시장조성을
통해 어선 거래 시장 활성화(「어선법」 개정, ’16)
* 시스템 구축 완료(’16) → 시스템 본격 실시(’17) → 시스템 확대·개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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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감축
불법어업 : (’13) 3,446건(100%) → (’16) 2,929건(85%) → (’20) 2,412건(70%)

가. 과제 개요
■■준법조업 활성화 및 첨단 지도·단속 인프라 구축 등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한·중 IUU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단속시스템 구축, 협의기구 설치·운영 등 한·중 공동 대응을
통해 서해어업질서 확립

나. 추진계획
■■어업인의 자율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제도적 실효성 확보 추진
- 어업인 의식 속에 준법어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어업질서 확립 교육*·홍보
강화 및 준법조업 캠페인**전개(’16~)
* 新·歸·現 어민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수협, 한수연, 자율관리협회 등)
** 홍보·캠페인 메시지 (예 : 어린고기는 먹지도·사지도·팔지도 맙시다)

- 비보고(Unreported) 어업방지를 위해 보고체계 일원화, 미·허위보고자 제재강화 등 IUU어업 방지대책
의 국내적용(’17~)

■■조직역량(개편·역할·책임) 극대화를 위해 어업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
- 전 해역에 대한 어업 지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 해역 체제의 어업관리단을 3개 해역 관리
체제로 개편(’18)
* 동해단, 서해단 → 어업관리본부(총괄 및 동해), 서해지부(서해), 제주지부(제주)

- 기관별(해수부, 해경본부, 지자체) 권한·역할·지원구체화*, 東·西·南 해안 불법어업 책임단속 및 단속■
세력(船·人) 기동·명령체제 일원화
* 단속세력 운영, 관할책임제, 협업,지원등어업질서확립조직운영법제화(’16~’18)

■■불법어업 지도단속 인프라 확충·조업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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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 국가지도선 및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불법어업 감시 체계 구축 연구
* 미래부와 협업으로 무인기 기반 불법어업 감시체계 구축 연구(’15.3~’16.3, 10억 원)

- 선박자동식별장치(AIS),선박위치추적장치(V-pass,VHFDSC등)로 부터 수집한 어선위치 정보를 불법■
어업* 감시ㆍ단속 활용
* 어선법시행규칙 개정 어선의 위치정보 활용 제한을 안전·출입 신고 외 지도단속 활용

«무인항공(틸트로터) 기반 불법어업 감시체계 구축»

■■IUU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 서해어업질서 확립
- 한·중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15.10.30) 이후 “IUU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16~)
* 무허가어선 몰수·폐선, 불법조업정보DB 구축, 공동순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실시 등

- 무허가·폭력 어선은 무관용(단속·처벌),허가어선 모범선박 지정 등 준법조업 확산
« IUU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공동순시 및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

- 어업분쟁 최소화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아국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 협의회* 구성 추진(’16~)
* 한·중 저인망 업계 민간협의회 구성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 양국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 정례적 논의를 위해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추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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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산업 규모화 및 첨단화

◈ 양식업 규모화·첨단화를 통해 투자 매력도 제고로 미래 지속가능한 투자처로
재탄생
* 양식생산량 : (’14) 156만 톤 → (’16) 173 → (’18) 184 → (’20) 200

가. 정책 추진 방향
■■목적별 정책대상 분리 양식어가 정책, 기업화 정책, 양식어가와 기업의 상생 정책을 분리하여
추진
■■가치사슬별 균형적 성장 생산중심의 양식정책에서 가치사슬별 관련 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나. 추진 전략
■■첨단양식 산업화 이행
-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리스크 저감을 위해 첨단 양식 기술 적용 및 투자유치로 양적·질적인■
성장산업으로 육성
* 최적화된 생육환경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양식생산 전 과정을 자동화

■■양식특화 품목 육성
- 시장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품목별, 생산 및 판매단계별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추진

■■국제수준 양식산 품질 관리
- 국제양식규범(항생제, 사료, 양식증명 등) 이행사항 점검 및 국내 현실에 적합한 양식규범(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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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식업의 첨단화 추진

◆ 2020년까지 IT 기반의 고효율 첨단 친환경 양식 활성화로 양식수산물 200만
톤 생산
* (’14) 156만 톤 → (’16) 173 → (’18) 184 → (’20) 200

가. 과제 개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적용 및 투자유치를 위해 첨단 양식장 개발 및 기반을 조성하여 양적·
질적인 성장산업으로 육성

나. 추진계획
■■ICT 기반의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로 양식 수산물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양식
생산성 혁신
* 최적화된 생육환경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수질관리, 사료급이 등 전 생산과정을 자동화하고 스마트폰■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친환경 ICT 양식 시스템

- ①최적 생육환경 DB를 구축(’17~’19)하고, ②ICT 제어시스템 개발(’18~’19)을 통해 ③스마트 양식장
실증단지 조성(’20~’21) 검토
*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기획연구(’15~’16)를 통해 R&D 사업 추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양식단지*,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양식시설 현대화 등 첨단
양식 기반시설 보급 확대 검토
* 충남 당진 1개소(’16~’17, 총 100억원) 건립 및 효과성 검증 후 확대 검토
** 해수열·지열 등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 보급확대 검토

■■신재생에너지를 양식장에 적용하여 유류, 전기료 저감 효과 등을 통한 양식분야 에너지 절감
및 어업경영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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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략 양식품목 육성

◆ ’20년까지 수출 활성화 및 수입대체를 위한 전략품목* 집중육성
* 넙치, 전복, 해삼, 김, 참다랑어, 연어, 갯벌참굴, 새우, 능성어 등

가. 과제 개요
■■생산량 증대 중심의 획일화된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기술수준 및 시장 수요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육성 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특화품목 개발을 위해 ‘종자-양성-대량생산’의 전 단계별 R&D를 강화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으로 산업화 추진
   * (’13~’16)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을 통해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 (’17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종품종 보급 확대 및 생산기술 보급에 집중

■■특히, 참다랑어*, 연어**등 수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국내 양식 보급을 확대하여
메가히트 품목으로 육성
* 어미사육시스템 지원(’16), 종자 및 중간 육성기술 민간 보급(’16~’18)
**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조성(’14~’15,강원고성) 및 본격 양식 추진(’16~’17)

■■영세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품목(새우, 복어 등) 전환유도 등 추진
* 수산관측 범위를 생산에서 소비로 확대(’16)하고, 과잉공급 등에 따른 구조 개편 대상 품목을 조사(’16~’17)하여■
품목 전환 유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법인화·계열화 추진(’18~’20)으로 경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 양식회사법인에 대한 회계·경영·정보기술 활용 교육, 마케팅 수행능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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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식산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 2020년까지 지속가능양식증명서* 전체 양식 어가의 30% 발급
* 지속가능한 한국형 양식규범의 FAO 채택(’20)

가. 과제 개요
■■국제양식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양식업계의 국제수준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수산물 소비 니즈에 대응

나. 추진계획
■■국제적으로 배합사료(저어분)사용, 항생제관리, 양식어류 복지 등의 요구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이행사항 점검(’16.下) 및 단계별 이행*(~’19)
* 단계적이행:배합사료사용(’17) → 항생제 관리(’18) → 양식어류 복지(’19)

■■국제 수준의 양식 수산물 품질관리 이행 어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수산물 이력제에 관련
정보**기입 의무화 도입 검토(’18~)
* 국제양식규범 이행 어가에 지속가능양식증명서 발행    
** 수산물이력제추가정보: 배합사료 사용유무, 항생제 검출 유무, 밀식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 양식생산시스템홍보
* 수산과학관과 해양박물관에 홍보관 설치, 수산인력개발원 양식어가 의무교육 도입 검토

■■양식수산물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모든 환경적 효과 분석을 위한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ment)시스템* 도입 및 이행지원 검토
* 분석범위 : 원료추출에서부터 생산, 운송, 이용, 재활용까지의 전 범위

■■지속가능한 양식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양식규범의 방향 설정 및 국제사회의 양식
규범 선도(’20)
* FAO 양식소위원회(COFI)를 통한 지역별 파트너십 구축, 양식규범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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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수산자원 생산 기반 구축

◈ 해외어장 확보와 원양어업 경영체질 개선으로 해외 수산물 공급 확대
* 원양어업 생산량 : (’14) 669만 톤 → (’16) 680 → (’18) 690 → (’20) 700

가. 정책 추진 방향
■■해외 수산자원 공급기반 확충 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역기구 수산협력 강화로 안정적 조업쿼터
확보 추진
■■원양어업의 경영체질 개선 원양어선 정예 선단화(노후화율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책임있는 원양어업 체계 강화 원양어선의 MCS(감시·감독·통제) 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조업
감시 기능 확대

나. 추진 전략
■■해외 수산자원 공급기반 확충
- 해외시장 조사 및 권역별 맞춤형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해외수산자원 생산 기반
마련

■■원양어업의 경영체질 개선
- 원양어선현대화사업으로 어선 노후화 비율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 원양어선 289척 중 21년 이상이 255척(88.7% 차지)

■■책임있는 원양어업 체계 강화
- 국제수준으로 IUU 통제 강화 및 지역수산관리 기구 규범 제정 시 선제적 대응으로 Rule-taker에서
Rule-maker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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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외 수산자원 공급기반 확충

◆ 해외시장 조사 및 권역별 맞춤형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강화
* 해외어장 조사계획(누계) : (’14) 26 → (’16) 31 → (’18) 35 → (’20) 39개소
* 자원조사수역 생산량 : (’14) 35 → (’16) 36 → (’18) 37 → (’20) 38천 톤

가. 과제 개요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선사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생산기지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기반 강화

나. 추진계획
■■해외 신어장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대상 확대
- 신어장 및 과학조사를 매년 1~2개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 ’01~’15년까지 234억 원을 투입, 71척이 29개 수역 자원조사 실시

- CCAMLR 등 국제수산기구에 과학조사 기여로 수산자원 확보

■■한·러 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쿼터 확보
- 극동지역 투자를 통해 러시아 수역 조업 쿼터 지속 확보 및 유지
*조업쿼터(’16년): 36,000톤(명태 20,500, 대구3,750, 꽁치 7,500, 오징어 3,500, 기타 750)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경제 타당성 연구용역 : ’16.3월

■■해외진출 전략에 필요한 (가칭)해외수산자원개발법 제정 추진
■■해외수산투자 정보제공 활성화
- 원양산업 시장정보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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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양어업 경영 체질 개선

◆ 어선 노후화율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경쟁력 제고
* 노후화율 개선 : (’14) 90.4% → (’16) 88.0 → (’18) 87.7 → (’20) 86.3

가. 과제 개요
■■원양어선 선단화로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원양선사의 지원 확대

나. 추진계획
■■어선신조 및 어선 설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어선 노후화율 개선
- 수익성 높은 참치어선은 대체건조 및 중도선 도입,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업체의 어선은 시설
현대화 추진
* ’20년까지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비율을 88.7%→86.8%(1.9%↓)로 개선 추진

■■담보력 향상*을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통한 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
* 원양어선 담보 인정비율 상향 조정(50→60%) 및 어획물담보대출 활성화 유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全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근거 제도화
* 입안(’16.6월)→규제심사(8월)→국회제출(10월)→국회통과 및 공포(12월)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및 원양어선 전담 해사안전 감독관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원양어선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해사안전감독관 확보(누계, 2명) : (’15) 2(기반영) → (’16) 3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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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책임있는 원양어업 체계 강화

◆ 준법조업 유도 및 국제사회 IUU어업 근절에 적극적 참여

가. 과제 개요
■■철저한 법집행을 통한 준법조업 유도 및 국제사회 IUU어업 근절에 적극적 참여
* 국제사회의 Rule Taker에서 Rule Maker로 국가위상 전환

나. 추진계획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유도하고 IUU어업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확행 및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
감독·통제(MCS) 강화
*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한 24시간 조업감시 및 IUU어업 예방지도

■■국제기구·선진국의 IUU어업 근절에 대응하는 한국형 IUU어업 근절 프로그램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공유·확산 추진
*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태국 양해각서 체결 : ’16. 6월
**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채택 및 발표 : ’16.下

■■국제기구 어획쿼터 협상 시 우위 확보를 위해 지역수산기구 사무국에 한국인 진출 및 인력
파견 지원 검토
* 원양어업사 60년 만에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한국인 당선(’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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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사업성과 및 한계
■■식품안전 생산 단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수산물 안전 강화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 실시 및 양식장 HACCP 활성화**
* ’05년 도입, ’08 본격 시행, 현재 국내 수산물 중 30개 품목 참여 중
** HACCP 등록 양식장 수 : (’13) 24개소(넙치, 뱀장어, 송어 등) → (’14) 43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일본 방사능 사태에서 경험하듯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히 존재

■■수산물 수급기반 조성 수산 관측사업의 품목 확대 및 수산물 비축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
하여 안정적인 수급기반 조성
* 관측사업 품목 : (’11) 7개→(’15) 20 / 정부비축 : (’11) 6,773톤→(’14) 12,842

- 연근해 수산자원의 악화 및 생산량 변동성으로 자급률 개선에는 미흡
* 수산물 자급률: (’08) 79%→(’13) 80.1%으로 정체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 전개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니즈에 대응한 수산식품 개발이
미흡하여 소비확대는 한계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1) 53.5kg → (’13) 53.8kg

■■수산물 유통 수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을 수립(’13.7)하여 유통단계 축소, 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충하고, 소비지에는 분산물류■
센터 건립 추진
- 부족한 유통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저온유통체계(Cold chain)와 수산물 표준규격화 미비로 유통■
효율성 저해요인 상존

■■수산식품 지역별 균형 있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 발표(’14.9),
“수산식품 클러스트” 확대·조성
-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으로 Local Food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
* 거점단지 완공 현황 : (’10) 부산, (11) 목포, (’12) 부안, (’13) 여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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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점 식품
단지 조성
* ’17년까지 11개소 완공 추진

■■지원내용 가공기자재, 공동 R&D, 판로개척,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울진 붉은대게, 포항 과메기 등 지역특산물 중심 향토
기업 육성

- 단순 가공처리 및 1차가공에 편중되어 상품개발 부진, 수출지원 등 마케팅 지원이 열악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수산 가공품 수출 비중 : 30.3%(’13년 수출액 2,152백만 불 중 650백만 불)

정책 추진 로드맵
✠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수산물 위생제고를 위한 생산해역 관리 강화, 이력제·원산지 확대
및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 수산물 수급능력을 강화하고, 유통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산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경로를 혁신
✠ 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가공 인프라 강화, 신규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수산식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안전성 제고 생산해역 등급제 도입 및 양식장 HACCP을 강화*하고 유통 자동화 설비
도입 검토 및 물류 효율화를 제고
* 양식장 HACCP 확대 :(’16) 100 → (’20) 220

■■수산물 수급 관리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공급-유통-소비에서 수산물
최적 활용을 위한 체제* 구축
- 수산자원조성과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기반 마련, 수산식품수급표 작성 및 공표
체제 구축,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기반 마련
* 중장기 기본계획수립(’15), 수산식품수급표 작성 시스템 구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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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프라 산지 수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수직적 유통 효율화 도모
- 유 통 혁 신 플 랫 폼 구 축 * 및 수 산 물 유 통 단 계 축 소 하 고 영 세 연 안 어 업 과 마 을 어 업 은 정 주 권
안정차원에서 자생적 유통기반**을 별도 조성 검토
* 수산물유통법 시행(’16.3) 및 제도정비, 어선냉각해수·위생물류시스템 개발·보급 등
** 어촌계 공동선별작업장·간이건조장 지원, 영세업종 친환경포장재 지원 등

■■식품산업 경쟁력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Life Style, 위생·안전)와 어업 생산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 마련
* 지역 특화 거점단지 조성(’16~’17년 : 7개소), 세계젓갈연구소 설립 검토

기대효과
■■수산물 안전성 제고 생산 및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 패류 생산해역 정보시스템 구축(’17), 이력제 중점추진품목 확대 (’15) 12개 → (’20) 25개

■■수산물 수급 안정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 수산물 로컬 푸드 및 직거래 확대를 통해
수산물 수급 안정
* 수산물 자급률 제고 : (’13) 76.8 → (’20) 85.3

■■유통인프라 개선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선진 수산업을 향해 도약,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영세 업종 및 어촌계의 자생적 유통기반을 형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개발 및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2020년까지 국내외 소비자를 겨냥한 20대 Star 수산식품 개발 추진

80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

◈ 생산·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양식장 HACCP 확대(누계) : (’15) 78개소 → (’17) 130 → (’20) 220

가. 정책 추진 방향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통합적인 위생관리시스템 구축과 내수용 수산물
검사 강화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수산물 유통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수산물 유통 자동화 설비 도입과 첨단 센서 개발을 통한 수산물 유통물
류의 안전성 제고

나. 추진 전략
■■생산단계 위생관리 강화
- 생산단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을 확대하고, 패류 생산해역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육·해상 오염원 관리 방안 마련

■■수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강화
- 생산된 수산물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력제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위생 관리

■■안전한 수산물 물류환경 조성
- 수산물 양륙·선별 등 자동화 설비 도입, 지능형 바이오센서 개발·상용화를 통해 소비자 지향 안전도
파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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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1-1. 생산단계 식품 안전성 강화

◆ 생산단계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양식장 HACCP 확대 : (’14) 43개소 → (’20) 220

가. 과제 개요
■■해역 등급제 도입, 양식장 HACCP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및
이력제 확대로 수산물 신뢰 기반 강화

나. 추진전략
■■국내산 다소비, 대중성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 조사 계획(건수) : (’16) 11,900 → (’18) 13,130 → (’20) 14,480

■■HACCP 양식장 등록 확대로 생산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고, HACCP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 추진
* 양식장 HACCP 확대 : (’15) 78개소 → (’16) 100 → (’18) 160 → (’20) 220

■■생산해역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월별 공개(’17~)
* 해 수와 생산물의 위생학적 품질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실시(’17~’19), 관련제도 및■
법령개정(’19), Safery Map system 구축(’20)

■■생산단계 위생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18)하여 우선 생산지를 중심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향후 유통단계로 확대
* 단계별 위해인자 위험, 예방조치, 위해요소 허용치 등의 가이드라인 고시

■■백신지원사업확대로 생산단계의 항생제 사용을 저감시켜 항생제 잔류 문제 근본적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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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2.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강화

◆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지까지의 위생관리 제고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15) 9개 → (’17) 12개
** 이력제 중점추진품목 확대 : (’15) 12개 품목 → (’20) 25개 품목

가. 과제 개요
■■생산된 수산물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력제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위생 관리

나. 추진전략
■■대중성품목 및 한·중FTA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중점추진품목을 추가 지정·관리하여 집중적으로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추진
* 이력제중점관리품목확대:(’15)12→(’16)17(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대중성,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일부품목에 대한 이력제 참여 의무화 도입* 및 식자재
국가 납품 시 우선권 부여 등 참여 인센티브 강화
* ’16년이력제 연구용역 통해 의무화 가능성을 검토 후 ’17년 시범사업 추진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단속능력을 확충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검토
* 40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 판별기술 실용화 추진(’16~’19)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방지, 국산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15) 9개 → (’17)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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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1-3.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 양륙·선별 등 자동화 설비 도입, 어상자 회수 시스템 도입
* 어상자 풀시스템 : 시범사업(’16) → 전국 확대(~’20)

가. 과제 개요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와 수산물물류표준화 도입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수산물 공급체제
구축 및 물류효율화 달성

나. 추진계획
■■수산물 유통 시 상온에 노출되지 않고,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자동화 설비 도입 추진
* 피쉬펌프, 양륙용 컨베이어벨트, 자동선별기 혹은 선별용 작업대 등 규모별 어종별 특성에 맞는 자동화■
설비 지원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검토
■■목상자를 대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어상자를 개발·보급(’17~)
* 현행 나무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어상자 개발(’14~’16)·시범사업(’17~’18) 및 확산사업 추진(’19~)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눈으로 안전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 안전 관리 지능형
바이오센터 개발·상용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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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수산물 수급 관리 강화

◈ 국내 수산물의 안정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자급률 제고 및 공급-유통-소비에
서 수산물 최적 활용을 위한 체제 구축

가. 정책 추진 방향
■■자급률 제고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 구조개선 체계화와 해외 수산물 조달 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수산물 공급기반 강화
■■수급관리 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기반을 마련
하고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균형있는 소비 확대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적인 수산물 소비 확대 도모

나. 추진전략
■■수산물 자급률 제고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유지,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공급 조달 기반 확대, 합리적인■
소비기반 구축

■■수산물 안정적 수급관리 체제 구축
-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및 자급률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수산물 수급현황 실태조사와 식품수급표■
작성 및 공표 체제 구축 추진

■■수산물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직매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고도화 등
직거래 촉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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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2-1. 수산물 자급률 제고

◆ 수산물 수급관리의 안정성 제고 확충
* 수산물 자급률 : (’13) 76.8% → (’17) 80.1% → (’20) 85.3%

가. 과제 개요
■■수산자원 조성, 양식생산 기반 확대, 해외 수산물 확보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산물 소비 기반 구축

나. 추진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 조성,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내실화로 연근해어업 생산능력 확충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체계 구축으로 자원조사 확충에 기여

■■국내 소비에 비해 생산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 시설을 지원하고, 내수면분야에도
생산 인프라 강화
* 자급률 확대 대상 양식품종 : 미꾸라지, 뱀장어, 새우류, 패류(백합, 키조개 등)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산기업 해외진출 투자지원 및 지속적인 해외 어장확보 추진
■■수산물 생산, 수출입, 재고, 소비(식용, 비식용:사료, 종묘 등) 등 수급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포함한 수급관리 기본계획 수립(’17)
* 산·학·연·정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TF」 운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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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2. 안정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수산식품수급표 작성·공표 등 수급관리 정책시스템 고도화
* 비축 품목 및 물량 확대 : (’16) 7개 품목/3.4만 톤 → (’20) 10개 품목/5.6만 톤

가. 과제 개요
■■수급 전반의 기초실태 조사 등 종합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비축물량 제고,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

나. 추진계획
■■사료용, 종묘용 등 비식용 수산물의 이용 실태 및 수산물의 감모·폐기 등 수산물 수급통계 정교화를
위한 기초 실태조사 추진
■■현행 식품수급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부문 독자적으로 ’수산식품 수급표’를 작성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출입 원어 환산수율 정밀조사 추진(’16), 비식용(사료·종묘·가공용) 수산물 수요 실태조사 추진(’17),■
수산식품수급표 작성·공표(’18~)

■■수산물 재고통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관리 모색
■■주요 어종별 글로벌 수급관리*를 도입하여 어종별로 시장신호에 연동되어 수출시장 개척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의 최적 기능 수행
* 수급관리(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17년 연구용역, ’19년 시범 도입 검토)

■■정부 비축 물량의 확대와 민간 수매지원 융자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 조절 지속
- 수산물 수급 동향 및 미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부비축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추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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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 수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수산물 소비 구조 구축
* 수산물 직거래 비중 : (’16) 1% → (’20) 5%

가. 과제 개요
■■로컬푸드 직매장, Shop in Shop 확대 및 사이버 직매장 일원화를 통해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 직거래 촉진 시스템을 구축

나. 추진계획
■■근거리 지역 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산 수산물과 연계하여 로컬푸드형
직매장을 확대하여 지역대표 매장으로 육성
■■타 협동조합(농협, 생협 등)과 연계사업으로 Shop in Shop(수산물 전문매장)을 확대하여 1차
생산물 판매에 특화된 매장으로 육성
■■수산물 온라인 사이버 직매장을 일원화하여 상품 판매 및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대국민 홍보
방식 효율화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활성화를 통한 산지수산물 직판 및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퓨전·가공■
식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판매
* 공영홈쇼핑 매출액 : (’15.7~12) 120억 원 → (’16) 300 → (’18) 400 → (’20) 5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직거래 촉진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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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 산지 및 소비지 수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가. 정책 추진 방향
■■제도적 인프라 저비용·고효율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수산물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환경 개선
■■산지유통 해역(어선, 어장)에서 산지시장에 이르는 유통 전반의 품질관리(규격화, 위생화 등)로
국산 수산물의 상품성 강화
■■유통기반 강화 소비지 거대 상업화 자본과의 조화를 위하여 영세한 산지 수산물 공급기반(생산자
단체, 어촌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나. 추진전략
■■수산물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
-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법령 정비, 수산물 유통자동화 설비 도입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
혁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인프라 확충
- 산지 유통시설 확대 및 소비지 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강화

■■영세업종 및 어촌계의 유통기반 지원
- 영세업종의 자생적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수입 수산물로 인한 피해 경감
및 수취가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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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

◆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선진 수산산업으로 도약
* ’20년까지 수산물유통 자동화 및 저온유통체계 등 위생물류시스템 기반 구축

가. 과제 개요
■■수산물 유통법령 정비, 수산물 양륙 및 위생물류시스템 등 도입,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통체계 혁신

나. 추진계획
■■수산물 유통 특성 반영 및 위생·물류 환경개선을 위한 “수산물의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6. 3.) 및 관련 제도 정비
* 산지위판장 및 유통주체 법적근거 정립, 유통인프라 구축 지원, 수산물 유통이력 통합관리 등 제도정비■
(’16)

■■어업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어선냉각해수,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등
수산물 위생물류시스템 개발 검토
* 어선냉각해수(Refrigerated Sea Water) 시스템 개발(’17) 및 시범도입(’18), 산지 위판장 중심으로 피쉬■
펌프 등 양륙·선별 자동화설비 도입(’18~’20) 검토

■■중장기적으로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저온유통 시스템의 구축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16) 및 타당성 검토(’17~)
* 저온물류시설(냉동냉장탑차 등), 시설 및 온도 관리 기준, 취급 가이드라인 보급, 거래제도의 개선, 표준■
규격화 등의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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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인프라·시스템 선진화

◆ 유통단계 축소, 인프라 확충, 거래 효율성 제고로 물류비 절감
* 유통물류비중 : (’15) 50% → (’20) 40

가. 과제 개요
■■산지 유통인프라 강화 및 유통경로 단축 등 유통효율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확충 및 도매시장
현대화, 직거래 확대 등 거래 효율성 제고

나. 추진계획
■■FPC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품질위생관리형 등 위판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수산물 품질제고
및 가격교섭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제고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산지위판장 현대화 추진

■■해상전자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양륙·경매·포장·배송 등 기존 수산물 유통경로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비용절감과 선도향상 도모
* 온라인 해상경매 거래제도 시스템 개발(’17~’18), 대형선망어업 등 시범사업 추진(’19), 어선 및 대형양식장, 가공공장,
소비지에 경매시스템 도입(’20~) 검토

« 해상전자경매제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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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소비지의 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산지-소비지 간 유통단계 축소,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추진으로 관광 등과 연계한 수산복합공간 조성 검토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17~’20), 노량진수산시장 복합관광단지 개발(’16~’20, 민자사업),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6~’19), 자갈치시장 관광명소화(’15~’18)

« 분산물류센터 개념도 »

«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관광단지개발 계획(안) » (민자사업)

■■사업개요
•사업부지 : 48,233㎡(14,590평)
•주요 도입시설 : 숙박·판매·문화관광·업무 등■
복합상업시설

■■「한강 관광자원화 연계방안」
•여의도·노량진 보행교 신설■
(’15. 8. 24.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발표)
  - 규모 : 폭 5m, 길이 400m
  - 사업비 : 400억 원(민간사업자 공공기여)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 등 기존 유통경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직매장 확충 및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확대(’20년 직거래 비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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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세어업인 유통기반 조성

◆ 영세어업인 및 어촌계의 공동판매 등 유통기반 지원
* ’20년까지 공동판매시설, 간이 처리시설, 포장재 지원 등 유통기반 구축

가. 과제 개요
■■연안어업과 마을어업의 자생적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요되는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비절담 및 수취가격 제고

나. 추진계획
■■어촌계 등의 자생적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판매 사업을 지원하여 영세한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기반 제공 검토
* 어촌계 공동 선별작업장, 패류 등 자동선별기, 포장기 등 지원 검토

■■FTA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간이 저온보관시설 및 건어물 생산을 위한 간이 건조장 등 산지유통
지원사업 검토
* 주요 품목의 간이 저장시설 및 간이건조장 지원 검토

■■연안 업종별, 마을어업 패류생산 공동체 등에 대한 포장재 지원 검토
* 영세업종 친환경 포장재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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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수산식품산업을 수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역 특화 거점단지 조성(누적, ’20 15개소), 동북아 Seafood Valley 조성 검토(’20)
* 수출유먕형 고부가가치 간편수산식품 개발로 수출활성화

가. 정책 추진 방향
■■인프라 강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업계의 규모화 등을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식품개발ㆍ상품화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미래 수산식품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수출주도형 산업육성 고부가 수산식품의 연구ㆍ개발, 상품화,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ㆍ
지원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나. 추진전략
■■국내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 수산가공업계의 규모화ㆍ집적화ㆍ현대화를 통해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산업을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ㆍ상품화 확대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수출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관련 국내외 우수 산ㆍ학ㆍ연을 연계ㆍ결합한 수출 지향적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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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인프라 확충
* 「수산식품산업진흥법」 제정(’18),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확대 조성 및 활성화

가. 과제 개요
■■수산가공업체의 규모화ㆍ집적화ㆍ현대화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

나. 추진계획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 「수산식품산업진흥법」 제정 (’18)
*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위생 및 품질관리를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물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등의■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대 조성
* 거점단지 수(누계) : (’16) 7개소 → (’17) 11개소 → (’20) 15개소

■■수산식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확충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16~’20) 매년 약 5개소 지원 추진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산지 가공시설 확충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16~’20) 매년 약 70개소 지원 추진

■■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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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

◆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개발, 유망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수출유망상품화 지원(계속),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R&D, ’16~’20)

가. 과제 개요
■■가구구조 변화(1ㆍ2인 가구 증가), 간편ㆍ편이식품 선호 등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新 수산식품 개발ㆍ상품화 추진

나. 추진계획
■■우수 중소 가공업체 발굴ㆍ지원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고부가 간편식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촉진
* 고 부가가치 식품 개발 및 상품화 : 제품개발 R&D, 홍보ㆍ마케팅, 인력양성 등 지원(1개소 2년간 10억 원■
지원)

■■건강 기능성식품, 전통수산식품 등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R&D : (’16~’20) 매년 약 42억 원씩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괄수송체계 구축하고, 포장 및 상품규격화를 위해
“수산물표준규격(Fish Standard, FS)” 제정
* (’17) 용역추진 → (’18) 관련법령 개정 → (’19) 시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Sustainable
Fisheries)’ 인증제도 국내 도입 방안 마련(’17)
* MSC인증과 이력추적제를 연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의 EU 등 국제적 확산 기조 반영

96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4-3. 수산식품 연구기반 강화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 강화
* 한국형 Seafood valley 조성 검토

가. 과제 개요
■■국내외 수산식품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마케팅ㆍ수출 전문지원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나. 추진계획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동북아 Seafood Valley”
조성ㆍ운영 검토
- 산·학·연 네트워크 중심의 수산물 생산-가공-수출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부가 수산식품 연구·
개발, 상품화, 수출 등을 종합 지원  
* 조성 계획 수립(’16~’17), 예타 추진(’17-’18), 조성사업(’18~’19), 운영(’20~)

■■차별화된 수산전통식품 발굴로 전통의 현대화와 상품 다양화 추진
- 수산식품 명인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전통수산식품의 발굴 확대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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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및 한계
■■수산물 수출 한중 FTA 등 능동적 FTA 대응 및 수출기반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지원
강화
-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지원 정책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미흡

■■국제협력 미국·EU의 예비 IUU어업국 해제*, NPFC 사무국장 당선,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여건
조성** 등 글로벌 역량강화 추진
* IUU어업 처벌 강화, 조업감시센터 설치, 전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 구비 등 조치
** FAO와 공동 연구용역(’14.12~’15.9), 사업제안서 제출(’15.10), 이사회보고(’15.12)

- 연안국 조업규제 강화로 서아프리카, 러시아 등 해외어장은 축소되고 있음에도, 대체 어장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

■■개방확대 RCEP(국가별 차등 양허안 반영), TPP(수산보조금 대응), 한·중·일 FTA(농공분리, 유/
무관세 반영) 등의 협상에 적극대응하고 있으나
- 최근 관세 이외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범, 비관세 장벽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진

■■IUU 어업 원양불법어업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에 따른 국내규범 개선을 통해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제외 및 불법어업행위 최소화
* 위치추적장치(VMS) 설치(’14. 3.) 및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운영(’14. 3.), 원양산업법 개정(’14. 12.)

- 지속적인 국제규범 강화, 원양어선의 노후화,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 등으로 인한 원양선사 경영
악화 해소에는 미진

정책 추진 로드맵

✠ 시장개방을 수출증대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분석능력 제고, 국내
대책 내실화를 통한 수산업체질 개선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국제적인 어업규범 준수, 연안국 협력 확대로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하고,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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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성화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인프라·홍보 강화 등 수출지원 강화
* 수출 통합브랜드(K-Fish) 시범사업 실시(’16), 수출유망품목 10개 품목 개발(’17), 우수 수산물 원료 구매자금 확대 추진

■■연안국·국제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 세계수산대학을 국내에 설립하여 개도국 수산지도자를 양성하고 향후 수산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 역할 수행
* FAO 수산위(’16. 7.), 법률위(’16. 10.), 이사회(’16. 12.), 총회의결(’17. 7.), 개교(’17.下)

- 연안국의 수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ODA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사업 발굴*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체계 구축
* 세계은행은 해양수산부와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프로그램(WARFP) 등 수산 ODA사업 추진 예정

■■해외시장 진출 대응능력강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현지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글로벌
수산시장 정보에 신속 대응
- 중국 현지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중국 수산물 시장 진출 도모
- 중소 수출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 마케팅 지원정책 강화

■■통일 대비 남북수산 협력강화 남북수산협력을 기반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
발굴·추진
- 수산협력을 위한 기반구축과 자원증강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 개선에도 협력추진

기대 효과
■■개방화와 식량 확보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수산업계의 체질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산물 수출업 육성
■■주요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선제적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능동적인 FTA 협상대응 및 수출기업의 현지화 전략지원 및 수출전략품목 및 유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남북 신뢰와 공존번영을 통해 긴장관계 해소 및 동북아 수산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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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경쟁력 강화

◈ 시장개방을 활용하여 수산업과 수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20년까지 수산물 수출 40억불 달성

가. 정책 추진 방향
■■수산수출기업 육성 수산업계의 수출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비용 절감 등 수출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으로 수출기업 육성
■■수출인프라 확충 중국 등 전략시장 내 수출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선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통합마케팅 집중 추진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나. 추진전략
■■수산수출기업 육성
- ’수출전략 수립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보험·금융 지원으로■
위기관리 능력 강화

■■수출인프라 확충
- 활어 컨테이너 등 수산물에 특화된 유통·물류시스템,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보 등 물류 인프라 확충

■■통합마케팅 집중 추진
-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 SNS 등 뉴미디어 홍보 등 홍보·마케팅 방안 다양화 및 수출통합 브랜드
(K-Fish)의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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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주요 품목별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견인

가. 과제 개요
■■‘수출전략 수립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보험·금융 지원으로
위기관리 능력 강화

나. 추진계획
■■해외 소비동향, 규제변화 등에 맞춘 수출전략 수립을 위해 ‘해외시장분석센터(KMI)’를 활용하여
수출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정보, 수출지원사업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수출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16)

■■수산업체 체질개선을 위한 경영자문을 확대하고, 수출지원센터*(현지 애로해소)·앵커숍(시장 테스트)
등을 통한 해외진출 비용절감
*수출지원센터:(’16~’17)중화권1개소 확대(3개소 운영), (’18~)타권역으로확대검토

■■수출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R&D·상품화)를 확대하고 수출기업 규모화 유도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 육성·발굴
* 수출선도조직의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및 차등지원 검토

■■수출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단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할랄, MSC, ASC, GAP 등 수출수산물의 국제인증취득 지원 확대

101

Ⅳ. 분야별 정책추진 계획

1-2. 수출인프라 확충

◆ 국내 및 중국 등 전략시장 내 수출물류기반 확충
* 전략시장(중국) 수출 확대 : (’15) 3.1억 불 → (’20) 7억 불

가. 과제 개요
■■활어 컨테이너 등 수산물에 특화된 유통·물류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국내외 공동물류
센터 확보 등 물류인프라 확충

나. 추진계획
■■첨단 수산물 유통·물류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활어 컨테이너의 제작·지원 등
수산물 특화 물류시스템 확보
* 활어 컨테이너의 활용확대를 위해 제작 확대와 병행하여, 철도·도로 운송 적용, ICT 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지원 검토
(R&D, ’16~’18, 약 15억 원)

■■국내외 물류거점에 활어수조·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국내 항공·해운 업계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 등 전략시장의 현지 물류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해외소비자의 온라인 직구 활성화에 따른 택배운송 원활화를 위한 국내외 물류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선수산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자 등록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실시
* 통관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수시 알림서비스 제공, 수출기업 대상 교육 실시(연 6회), 해양수산산업상생■
협력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자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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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합마케팅 지원 확대

◆ 전략시장에 대한 통합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국가 : (’14) 131개국 → (’16) 140개국 → (’18) 145개국 → (’20) 145개국
* 수출상위3개국비중 : (’14) 62.5% → (’16) 61.0% → (’18) 58.0% → (’20) 55.0%

가. 과제 개요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 SNS 등 뉴미디어 홍보 등 홍보·마케팅 방안 다양화 및 수출통합 브랜드
(K-Fish)의 브랜드 가치 제고

나. 추진계획
■■국제박람회·수출상담회와 병행하여 B2B(수출상담)와 B2C(소비자홍보)를 결합한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로 빅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
■■온라인 ‘한국수산식품관’을 운영(중국페이판 ffan.com)하고 앵커숍 등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온라인 직구 활성화
* 온라인 ’한국수산식품판매관’ 개설 및 O2O 서비스 실시(’16~)

■■홈쇼핑, 모바일 등 신규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방송·통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강화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국외 상표권 획득, 상품선정 및 관리 기준 확립 등 운영체계를 확립
하고 상품군 및 출시국가 확대
* 상품군/출시국 : (’16) 7개/1개국 → (’18) 15개/5개국 → (’20) 전품목/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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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협력 강화

◈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확대로 글로벌 협력 강화
* (’17)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 (’20) 석·박사 등 졸업생 100명 배출

가. 정책 추진 방향
■■국제적 리더십 강화 국제사회 수산규범을 적극 도입·준수하고, 우리 측 발전 경험 등을 국제적
으로 공유하여 국가 신뢰도 제고
■■체계적 국제협력사업 추진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 선정 및 MOU 체결 추진으로 체계적 국제협력
사업 추진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 전략적 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상대국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

나. 추진전략
■■국제적 리더십 강화
- 우리의 IUU 근절 노력을 토대로 국제사회 규범 이행 선도 및 확산에 앞장서는 모범 조업국으로서■
국가 신뢰도 제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이셸, 인도네시아 등 수산자원 부국과 해양수산협력 MOU 체결 및 주요협력 거점국가 선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제 공조체제 구축

■■연안국 수산협력(ODA) 확대
-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연안개도국 특성에 따른 맞춤형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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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어업 규범 준수

◆ 글로벌 수산규범 준수와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17)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 (’20) 석·박사 등 졸업생 100명 배출

가. 과제 개요
■■세계수산대학 유치, IUU 어업 근절 경험 공유·확산, 우리 어선 승선 외국인 옵서버 국적 다변화로
국가 신뢰도·위신 향상

나. 추진계획
■■개도국 미래 수산지도자 양성, 친한 인사 네트워크 확충, 수산분야 국제 규범 확산을 위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추진
* 국내입지 선정(’16.3), FAO 이사회 상정(’16.12), 총회의결(’17.7), 개교(’17.下)

■■한국형 IUU어업 근절 프로그램 확산
- EU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연안개도국에 우리 측 경험 전수 등 한국의 IUU어업 근절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확산 추진
* IUU 근절 위한 한-태국 MOU 체결(’16.6), IUU어업 근절 국제 컨퍼런스 개최(’16.下),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
언문 채택(’16.下)

■■국제기구 요구 수준에 맞게 외국인 옵서버 국적 다변화 추진
- 남극해 수역(CCAMLR) 내 선사-외국인 옵서버 간 유착 우려 해소를 위하여 우리 어선 승선 외국인
옵서버 국적 다변화 추진
* (’16)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과 옵서버 승인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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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MOU 등 체결, 거점협력국가 선정,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대륙별 협력 거점국가 확대 : (’17) 1개국 → (’20) 3개국

가. 과제 개요
■■MOU 체결, 대륙별 주요거점국가 선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마련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업무수행 기반 구축

나. 추진계획
■■우리 선사의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간 협력 체제 구축
- 뉴질랜드, 페로제도, 세이셸 등과 해양수산협력 MOU 체결 추진(’16.上)

■■해외어장 확보 등을 위해 대륙별 주요 거점국가 선정 및 협력 추진
- 국가 세네갈(서아프리카), 피지(남태평양) 등 역내 영향력이 크고, 해양수산업 비중이 큰 국가를 거점
국가로 선정
- 협력 수산 분야 ODA 사업 선 추진, 해양과학기술협력, 민간 해외투자 지원 등 해양수산 全 분야로■
확대
* (’ 16) 연구용역 추진 → ( ’ 17) 선정된 대륙별 거점국가(1國)와 협력사업 집중 → ( ’ 20) 우호관계 증진에■
따라 협력 대상 거점 국가 확대(3國)

■■해양·수산분야 국제 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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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안개도국 수산협력 확대

◆ 내실있는 수산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연안국 ODA 사업 확대 : (’15) 10개국 → (’20) 15개국

가. 과제 개요
■■연안 개도국의 수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요(Needs) 중심의 맞춤형
ODA 사업 추진

나. 추진계획
■■ODA 우선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고, 연안 개도국의 특성 및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ODA사업
발굴·추진
* 양식업 육성 지원, 수산물 위생 관리 역량제고, 수산시장 건설 지원 등

-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수원국의 협력 수요 파악
* (’16.下) 5개국 → (’17) 11개국 → (’18) 12개국

-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발굴 추진
* 세계은행은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프로그램(WARFP) 등 수산 ODA사업 추진 중임

■■ODA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수산협력원*과 연계하여
해양·수산분야 ODA사업 관리 체계 개선
* 해외수산협력원의 ODA 사업 수행 기능 강화 추진(’16)

■■해양수산분야 KOICA 사업 확대를 위해 협업 체계 강화
* 해수부-KOICA간 ODA 협력 MOU 체결 협의 추진(’16.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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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수산분야 시장개방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내보완 대책 내실화 추진
* ’20년까지 20건의 FTA 체결로 60개국과 경제협력 구축

가. 정책 추진 방향
■■FTA 전략적 대응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 수립, FTA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
시장 확대
■■어업인 피해 최소화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수산물 생산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

나. 추진전략
■■전략적 FTA 추진
- 수산분야 보호 사전 영향분석을 통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단계에서 TRQ, 부분 감축 등 수산
분야 보호수단을 최대한 확보
- 수출기반 확충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FTA 보완대책 내실화
- 기존 대책 내실화 기존 FTA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어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FTA■
피해 분석 모델을 구축
- 신규 대책 수립 TPP 등 신규 FTA 체결에 대응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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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개방 협상력 강화

◆ 전략적 FTA 협상으로 수산부문 피해 최소화 및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가. 과제 개요
■■수산부문 보호를 위해 TRQ, 부분감축 등 보호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대국 시장개방 및
비관세장벽해소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

나. 추진계획
■■Mega-FTA 대응 TPP*, RCEP 등 Mega-FTA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 실시, 국가별 협상 시나리오
작성 등 전략적 대응
* (상품) 수산물 민감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영향분석 실시, 양허(안) 마련(수산보조금) 전략 마련을 위한 T/F 구성, TPP
회원국과 기술협의 추진

■■신흥국 FTA 추진 중미,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 신규 FTA 추진 시 연구용역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최소화
- 신규 수산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고 양허기간 단축 등 선제적 협상 전략
수립

■■비관세 장벽 대응 FTA 이행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검역·위생 등 비관세 조치에 대해 체계적
으로 대응, FTA 수출효과 증대
- 업계협의회, 자문단구성·운영*하여 종합적 대응, 어업인 FTA 지원포털, 설명회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해결사례 홍보
* 협의회, 자문단을 통해 비관세장벽의 법률적·기술적·정책적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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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

◆ 해외시장 정보 이용 실적 증가율 50% 달성(홈페이지 활용 건수)
* (’14) 사업 전 → (’16) 20% → (’18) 35% → (’20) 50%

가. 과제 개요
■■해외시장 정보의 접근성·활용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 조사분석 프로세스 구축으로 다양한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

나. 추진계획
■■수산물 수출입 확대에 따른 FTA 체결국가별 주요 품목의 정보동향 자료 제공 및 주요 국가별
통상 현안 자료 제공
* (’16) FTA 추진 국가별 반기별 정보제공 → (’18) 주요 국가별 분기별 제공

■■수출촉진 및 수입동향 분석자료에 대한 대국민 정책자료집 발간
* 연도별 수산물 관세율, 주요 국가별 수출입 변동 사항 등의 자료집 제공

■■해외시장 정보의 효율적 파악·분석을 위한 통계 D/B 구축·운용 및 수출 동향 정보 제공
* 45개국(DB)·52건(동향 분석) (’15) 10·15 → (’16) 15·17 → (’20) 20·20

■■해외시장 정보의 확산과 업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참여 정보 교류회 등의 추진
* 추진계획 : 45건(세미나·컨설팅·교육회 등) (’15) 10 → (’16) 15 → (’20) 20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각 국별 비관세 장벽 현황 분석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워크숍
정례화 및 상담 사례집 정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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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보완대책 내실화

◆ FTA 국내 보완대책 계획대비 집행률 90% 달성
* (’08~’14) 84.8% → (’16) 86% → (’18) 88% → (’20) 90%

가. 과제 개요
■■기 수립한 한·미(’08~’17년, 10,302억 원), 한·중(’16~’25년, 3,188억 원) FTA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 지원을 내실화하고,
■■TPP 등 신규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보전과 보완대책 수립 강화

나. 추진계획
■■성과평가 강화 전년도 대책 사업의 성과와 어업인 지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차년도
대책 예산에 반영하여 어업인 만족도 제고
* 성과분석보고서(매년 5월) 및 투·융자계획서(매년 9월) 국회 제출

-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효 후 5년마다 주요 FTA에 대해 경제적 효과, 대책의 실효성 등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
* (’16) 한·EU('11.7 발효) → ('17) 한·미('12.3 발효) → ('20) 한·중('15.12 발효 예정)

■■피해보전 강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을 위하여 수입기여도 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직불금 지원 효율성 제고
* (’16) 평가 위원회 운영 → ('17~'18) 피해분석 기법 및 전산망 활용방안 마련

■■신규 FTA 대책 TPP 등 신규 FTA에 대응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수출 확대를
대책을 체결 6개월 이내에 수립
- 또한, 신규 FTA 체결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업·단체,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강화(안행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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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수산협력 기반 조성

◈ 정부 대북정책 틀 하에서 남북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부(총괄) 협조 하에
남북 수산협력 기반 조성 추진

가. 정책 추진 방향
■■신뢰구축 남북 수산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뢰기반 구축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신협력사업 발굴 관계개선 및 향후 통일 도래 시대에 대비 정부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가 협력
사업 발굴 등 확대 모색

나. 추진전략
■■남북 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남북법제 비교연구 다년간 추진, 기초자료 구축 추진

■■국제기구 연계 및 수산자원관리 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조사연구 지원으로 신뢰 구축 및 남북 수산자원공동관리 등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추진

■■수산 인프라 개선

양식
등 수산분야 기술협력 추진, 수산물 육로수송 및 유통가공 시설 지원 등 인프라 개선 협력 대비■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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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남북수산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및 지원

가. 과제 개요
■■남북 교류협력 여건 변화를 감안한 대북정책 기조 하에서 남북 수산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나. 추진과제
■■통일부 등 관계부처 연구과제 연동
- 정부 대북정책 틀 안에서 해양수산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 총괄 남북연구과제와■
해양수산 남북협력 연동 추진

■■남북 해양수산분야 법제 통합을 위한 연구
- 남북 수산분야 비교법적 연구를 다년간 추진, 동·서독 통합과정 법제 연구, 국제법 측면에서 북한■
해양수산법제 검토 추진
* 수산 분야 통일 이후 법률적 통합 과제 도출

■■해양수산 연구 기초자료 구축
- 북한 해양·수산분야 기초자료 절대부족 상황 타개를 위해 통계, 데이터 수집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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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산자원관리 협력 증진

◆ 국제기구 연계 협력 지속 및 수산자원관리 협력기반 마련

가. 과제 개요
■■국제기구 연계를 통한 우회협력 지속, 남북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남북 어업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나. 추진과제
■■국제기구 연계 지속사업 추진
- FAO, OECD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조사·연구 등 우회협력을 통해 수산협력 신뢰 형성, 직접 협력에■
대비한 네트워크 강화
* 북한양식지원사업(FAO), 해양수산기초자료 공동연구(OECD) 등

■■공동 현황조사, 공동어로 등 이익증진 모색
- 북한 수산업 현황 조사 등 남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추진, 공동 어로·입어 등 협력 재개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추진

■■고갈 위험어종 복원·자원 증강 협력방안 연구
- 고갈 위험어종 자원 증강을 위한 남북 공동 종자 생산·복원 및 서식지 조성 등 남북 수산자원 공동■
관리 협력방안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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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산 인프라 개선

◆ 수산기술 협력, 유통가공 인프라 개선 지원

가. 과제 개요
■■북측 수산분야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양식 등 수산분야 기술협력 및 유통가공
인프라 등 지원 추진

나. 추진과제
■■수산 기술협력 분야 연구 지원
- 북측 수산물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수산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등
연구 지원

■■북측 수산물 육로수송 지원방안 연구
- 교류협력 재개 시 북측 수산물 상품성 제고와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한 육로 수송(북측 생산지 → 남측
소비지) 지원방안 등 마련

■■수산물 유통가공 인프라 개선 추진
- 북측 수산물 품질·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사·설비장비 지원 등■
대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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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 활력 제고

사업성과 및 한계
■■어촌 복합산업 추진 어촌 6차 산업의 추진으로 수익개선과 도어교류 기반 강화,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추진 중
- 어촌주민의 경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정주, 환경, 복지 등 전반적 접근이 부족했으며, 어촌 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는 한계
* 어촌주민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항 개발 어항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어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04년부터 다기능
어항 개발계획 및 추진
* 격포항, 강릉항, 대변항 등 13개 다기능 어항 개발

- 어항개발에 비하여 어항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어항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항개발■
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어항개발 사업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 후계인력 육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충 등으로 원활한 어업
활동 지원 및 정예 수산인력 육성 강화
- 면세유 및 직불금 부정수급, 정책자금 금리 인하요구, 수산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미흡
* ’15년 어업인후계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원(대출금리 2%)에 불과하여 자금부족으로 신규인력 확대■
미흡(농업분야는 1인당 2억 원 2%)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농업대비 신규 어업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통한■
정주권 안정을 위한 대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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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 어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과 어촌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을 6차 산업화 중심공간으로
육성하여 어업 외 소득창출 유도
✠ 어항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화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중심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어촌을
문화창조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
✠ 어촌의 불리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및 사회안전망 확충

■■어촌 복합 산업화 어촌, 어장, 어항의 다양한 자원과공간의 연계 및 활용으로 복합 산업을 창출
하여 수산업 미래 산업화 선도
- 어촌공동체 중심의 어촌 6차 산업화에서 일탈하여 창조경영주체 육성과 진입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생태계 조성
* 전문 경영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경영주체에 의한 6차 산업의 활성화

- 하드웨어 중심 어촌산업지원에서 탈피하여 어촌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어촌 공동체 경영지원
사업으로 어촌경영 활성화

■■어항 개발 어항을 지역과 어항의 특성에 따라 특화 개발
* ’22년까지 다기능 어항 10개소, 어촌마리나역 16개소, 아름다운 어항 4개소, 이용고도화사업 4개소를 차질없이 추진
** 울진 죽변항, 고창 구시포항 등 4곳의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추진

■■어촌문화융성 어촌의 전통문화와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어촌을 문화창
조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
- 전통성,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어촌 유·무형 수산문화 보존에 필요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체계화 프레임 구축■
(’17~’19) 추진 검토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어촌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어촌
삶의 질 향상 추진
* 어촌복지 실태조사 기반 연구(’17)를 토대로 어촌복지 실태 조사 추진(’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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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어촌복지 개선을 위한 연차계획 제출(’19)

- 열악한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생활환경을 조성 및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 어촌 생활쓰레기 및 생활 오수 처리 시설 개선, 안전 시설 조성

■■복지 확충 어촌의 불리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 노후 여객선 현대화 추진, 운임 지원 확대 등 도서지역 교통복지 개선
-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어촌마을 기초 인프라 조성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어업인 의료 지원 확충,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등 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낙도지역 어업인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지원 강화, 교육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방안 마련

기대 효과
■■어촌의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어촌 6차산업화로 어촌 일자리 창출, 어촌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에 기여
■■국민의 어촌·어항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항특화 개발
■■도서지역 등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서의 무인도화 등 탈어촌을 방지하고 해양영토
관리 강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 소득보전 및 어촌의 다원적 기능의 확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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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 어촌산업 활성화

◈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
* 어가소득 중 어업 외 소득의 비율을 60%까지 확대

가. 정책 추진 방향
■■수산·어촌 관련사업의 분절적 지원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어항, 어촌의 공간과 고유자원을
연계한 어촌복합 산업화 추진
■■증가하고 있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 특화를 통한 명품화 등 관광객 유입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나. 추진전략
■■어업과 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 어촌의 다양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복합 산업화로 어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 외 소득원■
다각화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바다의 시각에서 어촌 공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공간·콘텐츠·사람의 통합 개발을 통해 가치를 창출■
하는 창조적 어촌 조성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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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촌 6차산업화 추진

◆ 어촌 자원의 융복합화로 어촌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소득 : (’14) 72% 수준 → (’20) 80%

가. 과제 개요
■■유·무형의 어촌자원으로 1차(생산), 2차(제조, 가공), 3차(유통, 관광, 서비스업)을 융합·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나. 추진계획
■■어촌산업 경영 지원 어촌 6차산업화 대상지에 인문·역사·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실시
- 어촌 특화사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특화상품의 판로 확보 등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문제 해결 지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15.2)에 따라 6차 산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개소당 연간 2.5억 원(국비) 지원, 1차 시범사업(5개소 2년, ’14-’15), 2차 시범사업(5개소 3년, ’16-’18)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사업화 등에 관한
주민 교육 확대
* 지역자원 발굴,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역량 교육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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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2.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새로운 어촌 공간 설정과 통합적 개발을 위한 어촌지구 설정
* 어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어촌지구 기본게획 수립(’16)

가. 과제 개요
■■바다의 시각에서 어촌 공간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고, 어촌의 공간 자원과 인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어촌 조성

나. 추진계획
■■어촌·어항 통합개발의 기반 마련 어촌·어항법 개정 및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어촌·어항
연계 개발 기반 조성
- 어촌을 농촌과 구분하는 단위로써 ’어촌지구(가칭)’를 구획·설정하고, 바다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개발 틀 마련 추진

■■어메니티 연안·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보존·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워터프론터 기본 계획 마련(’18)
- 어촌 워트프론터 확산을 위한 어촌의 친수공간 보전 및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 및 그린 해양생태관광
기반 정비 검토

■■브랜드화 어촌의 경관,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의 핵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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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어촌체험마을의 내실화 추진으로 질적 성장 도모
*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확대추진 (’15) 7개소→ (’16~’20년) 약 30개소 등급 평가

가. 과제 개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홍보 및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추진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및
경쟁력강화

나. 추진계획
■■특화 프로그램 개발 어촌체험마을별 다양한 계층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
* 체험프로그램 개발 : (’14) 7개 → (’15~’17) 20개소 → (’18~’20) 20개소

■■체험마을 내실화 서비스·숙박·음식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험마을 등급제*를 통해 운영
내실화 도모
* 1등급 마을 선정 (7개소), (’16~’20년) 약 30개소 등급평가 추진

■■체험시설 현대화 어촌체험마을의 기반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 (’15~’16) 10개소 → (’17~’18) 10개소 → (’19~’20) 10개소

■■체험마을 세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수용 태세 개선 및 외국인을 위한 어촌체험
마을 관광 상품 개발 등 국제경쟁력 확보
*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 다국어 안내표지판, 외국어 체험해설,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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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고 어항 기능을 재편하여 어항
의 활력 제고
* 전국 어선안전수용률 : (’12년) 77.1% → (’20년) 85.0%

가. 정책 추진 방향
■■국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명품 어촌어항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개발로 어항 가치 향상
■■어항 운영의 관리 선진화를 통해 운영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창출하고 어항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증가 등에 따른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대응능력 제고

나. 추진 전략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어촌의 경관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감동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어항의 기능 재편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어항운영관리 선진화
- 어항 관리재원 확보 및 민간투자 등으로 선진화된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요 대응
및 어항부가가치 창출

■■어촌어항 안전기반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안에 위치한 어촌어항의 안전도를 높여
안전한 어촌어항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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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명품 어촌어항 조성

◆ 어항과 어항 주변 연계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명품공간 조성
* ’22년까지 다기능어항·아름다운어항·어촌마리나역 등 어항개발사업 완료

가. 과제 개요
■■낙후된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 및 유휴 어항의 기능 재편을 통해 새로운 어항 활성화 방안
수립

나. 추진계획
■■다기능어항 개발 기존 어항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관광·휴양·마리나·낚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휴식공간 제공(10개 항)

<복합형>

<피셔리나형>

<낚시관광형>

■■이용고도화 사업 어항의 이용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어항시설 리모델링 및 기능 개편을 통해
주변어촌과 연계개발 추진(4개 항)
■■아름다운 어항 어항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촌마을의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한국의 대표명소
(名所)로 개발, 국민 힐링 공간으로 활용(3개 항)
■■어촌 마리나역(驛) 조성 거점 마리나항 중간 지점 국가어항에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해양레저시설 제공(16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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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2-2.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 어항관리 선진화를 통해 깨끗한 어항환경조성 및 민간투자 유치
* ’16년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가. 과제 개요
■■어항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으나 전담인력 및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지역 및
어업여건에 부합하는 선진화 방안 필요
* (유럽) EUFPA를 중심으로 운영관리 전문기관 운영, (일본) 어항 세력권별 어항관리청 운영

나. 추진계획
■■어항운영관리 선진화 어항 기능ㆍ편익시설 확대와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도입 및
어항세력권에 따른 권역화** 검토
*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어항협회 등) 위탁 방안 등(’16. 어촌어항법 개정 용역 추진)
** 운영관리 권역화 : 유통거점형, 생산거점형(양식형, 지역특화형, 외해 낙도형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거차도(전남 진도)의 부족한 전력공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거차항 내 풍력
발전 도입 민간투자 유치
* 사업자/ 사업비/ 사업기간 : ㈜해바람에너지/ 31억원/ ’15.9.~’17.7.

■■민간투자 활성화 유휴어항의 수변과 육역 內 수산자원조성* 연구 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검토**
하고, 부지매각등을 통한 개발방식 다변화
* 바다숲, 연안바다목장 연계 및 첨단양식 Pilot 모델 도입 등 (’17~)
** 해중레저시설, 낚시관광시설, 플레이마켓, 숙박시설, 연수원 등(KMI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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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촌어항 안전기반 강화

◆ 국가어항 신규지정 및 사고예방으로 안전한 어촌어항 조성

가. 과제 개요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선안전수용률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어항시설 보강으로 안전성 확보

나. 추진계획
■■어선안전수용률 제고 국가어항 신규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선안전 수용률 제고
* 어선안전수용률 : 81.5%(’14년) → 88.5%(’18년, 6개 항 준공)

■■취약 어항시설 보강 죽변항 방파제 등 재해 취약지구를 적기에 보강하여 이상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보강추진(누적) : 8개 항(’14년까지) → 11개 항 (’18년까지)

■■안전사고예방 시스템구축 테트라포드 낙상 사고 등 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및 대응·구호체계 마련
* ’15~’16년도에 시범사업(3개 항) → 점진적 확대 추진 검토
**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 24시간 주요지역에서의 인체, 사물 움직임 등을 파악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알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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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문화 융성

◈ 어촌의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보전·계승하고 어촌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어촌문화 활용의 창조적 기반 구축

가. 정책 추진 방향
■■어촌의 유·무형 다원적 자원 자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어촌의 자원적 자원을
보전·활용을 위한 어업유산 지정·관리
■■어촌 전통문화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어촌 전통문화와 관련한 인적 자원 발굴

나. 추진 전략
■■어촌문화 아카이브 구축
-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재창
조함으로써 어촌발전에 기여

■■어업유산 활성화
-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전통어업기술
보전·계승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어촌 전통문화 관련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무형자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촌 전통문화 보유자를 발굴하고,■
활용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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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계적인 어촌 콘텐츠 관리

◆ 어촌의 유·무형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17) 실태조사 → (’18) 기본계획 수립 → (’19) 아카이브 구축·운영

가. 과제 개요
■■어촌의 다원적 자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어촌의 유·무형 콘텐츠 관리 추진

나. 추진계획
■■어촌 유·무형 수산문화 보존에 필요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조사범위 : 자연문화(환경, 사회), 수산활동(어업, 생산, 소비), 인적자원(인물) 등

■■어촌이 가진 무형자산인 어촌의 생활양식에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어촌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 어촌민속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어촌문화관광콘텐츠 전시 및 체험 기회 제공 등

■■어촌관광 활성화 및 귀어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마을 복원 추진 검토
* 전 통 어 촌 문 화 마 을 은 전 통 어 촌 형 ( 전 통 문 화 보 존 · 복 원 과 생 활 문 화 체 험 ) 과 관 광 · 도 시 근 린 형 ( 상 품 화 된■
테마어촌)으로 구분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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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업유산 보전·계승

◆ 어촌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계획 : (’15~’17) 3개소 → (’18~’20) 3개소

가. 과제 개요
■■사라져가는 어촌 고유문화를 발굴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중요 어업자산을 국가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관리 추진

나. 추진계획
■■어촌의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활동시스템 또는 경관을 찾아 어업·어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 발굴
* 지정계획 : (’15~’17) 3개소 → (’18~’20) 3개소

■■전통성,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GIAHS
등재 추진
* 등재계획 : 2개소 (’16~’18) 1개소 → (’19~’21) 1개소
**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s) : 세계중요농업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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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촌 전통문화 계승

◆ 무형자산으로서 어촌 전통문화 보유자 발굴 및 선정 추진
* (’18) 선정 계획 수립하고 ’20년까지 3명 추진

가. 과제 개요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무형자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촌 전통문화 보유자를 발굴
하고 후계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승

나. 추진계획
■■어장에서 예전에 사용하였거나 현재에도 특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통 어구·어법 등 어촌 전통
문화 보유자 발굴 및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어촌 문화유산이 브랜드화를 위해 문화재청 “문화유산 대표브랜드 육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스토리 자원 발굴
* 문화재청 협업을 통해 관련 유형별 이야기 자원발굴 공동 추진

■■어촌 전통문화 보유자가 어촌 전통축제와 어촌 6차 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형상품 개발 및 활용
■■국가 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을 통한 어촌 전통문화 및 보유자의 각종 자료를 지원하여 정부
문화유산으로 관리토록 추진

130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어촌지역 의료·복지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가. 정책 추진 방향
■■어촌의 불리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 기반 마련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정책 보험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나. 추진 전략
■■어업인 복지 지원체계 확충
- 어업활동 지원 위한 안정적 자금 및 조세 지원, 어촌 주민의 교통,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

■■안전 재해 대응 능력 강화
-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대상 확대 및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시행, 양식보험 확대, 어항시설 개선,■
안전조업 지원 강화

■■낙도 어업인 지원 확대
- 의료지원강화, 교육여건 개선, 낙도 특화산업 육성 및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지원 등으로 낙도지역■
복지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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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업인 복지지원체계 확충

◆ 어촌 주민의 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가. 과제 개요
■■어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소득창출 및 어촌활력증진을 위해 어촌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

나. 추진계획
■■농어촌의 복지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복지 실태를 조사(’17년)하고, 어촌복지 지원
사업 확대 검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위원장: 국무총리) 추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촌의
균형있는 공동복지* 추진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등

■■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매년)를 실시하고, 거점별로 어업안전
보건센터 지정 확대
■■어촌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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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업인 안전보장 강화

◆ 어업인 안전재해 보장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여건 조성
*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 ’17년까지 27개 품목

가. 과제 개요
■■’17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사고대응 능력 및 안전설비 기반 강화, 어선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어가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
수산물재해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강화

나. 추진계획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홍보강화,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등
어선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안전한 낚시환경 제공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기반 강화
* 낚시안전수칙 홍보물 제작·배포(’16), 낚시어선 안전교육 확대(선주 → 선원까지, ’17)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어선원보험 : (’15) 5톤이상 → (’16) 4톤이상

■■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으로 안정적
어업 종사 및 재해어업인의 조기 복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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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낙도 어업인 지원 확대

◆ 낙도지역 어업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 조건불리직불제 확대 : (’16) 78억원 → (’17) 86 → (’18) 94 → (’19) 102 → (’20) 109

가. 과제 개요
■■낙도지역은 육지에 비해 경제적·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인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낙도형 로컬푸드* 등 낙도 특화산업 육성
* 낙도지역 인접 내륙지역과 연계한 직판장 운영

■■낙도보조항로의 공공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국고여객선에 대한
대체 건조 확대(매년 1척 → 2척)
*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16~’20) : 582억 원 / 여객선 건조(’16~’20) : 242억 원

■■낙도지역 어업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건립
■■낙도 어업인의 안전 작업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 사업 추진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확대
* ’17~’20년까지 매년 어가당 5만 원 상향 지원(’17년 55만 원 → ’20년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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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성과 및 한계
■■신 수산업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전후방산업
으로의 동반성장 추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15)

-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고, 관련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통계■
기반 및 실질적 육성에 미흡

■■미래성장 동력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가 R&D 1.4건/10억 원 대비 높은 수준(5.7건/10억)의 원천기술을 확보

<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94~’14년) >
국내특허출원

국외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국외특허등록

일반논문

SCI 논문

기술이전

456

33

244

10

1,300

400

77

- 기술개발 위주의 R&D 관리에 치중하여, 경제적 가치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 시스템 미흡
- 소형(연 1.87억 원/과제)·단기(3년/과제) 위주 지원으로 산업화 미흡
* (’14년) 2억 원 이하의 과제(29개)가 전체 과제수(58개)의 50.0% 차지
* (’13년) 타 부처 과제당 사업비 : 농림부(3.2억 원), 지경부(7.2억 원), 환경부(4.3억 원)

■■수산인력 수산인력 발굴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신규어업인 후계자 지원 및 수산계 고교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다만 인구감소에 따른 수산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어촌인구 감소 대응에 미흡

■■수산융복합 수산업의 첨단화와 수산빅데이터 활용 등 ICT 융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전통 수산업과 2,3차산업과의 수평적 융합추진이 미진하고, 전후방산업의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규■
자본과 창업 유치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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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 수산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전략 마련 강화
✠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산인력 양성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ICT 분야의 선진 기술력을 수산분야(생산, 가공, 유통, 어촌, 어항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관상어 관상어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한 권역별 생산 기지화, 전문인력 집중 양성 및 첨단 연구
기술력 확보 추진
- 국내외 시장 확보를 위한 박람회 및 글로벌 수출시장 공략

■■기자재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16), 기자재 R&D 본격 추진(’16~’20: 300억)

■■우량종자 개발 국내외 수산종자시장(157억불, FAO)을 선점**하고, 사료, 백신, 기자재 등 양식
관련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추진
* GSP(’13~’21, 총 748억 원) : (’15) 80억 원 → (’17) 90 → (’19) 90 → (’21) 90
* 수출목표(’21년) : 넙치 1,000만 달러, 전복 1,000만, 바리과 1,150만, 김 450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수산분야 유망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장기적인 투자확대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견인
-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구현 및 유래 유망 생명자원의 발굴을 통한 수산생명산업 육성기반 구축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 (’08) 75% → (’20) 95

■■미래 수산인력 양성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컨설팅 확대 및 제도 기반 구축
-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자금지원 확대
- 신지식인, 수산업경영인 등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을 통해 미래 수산업과 어촌을 경영할 다양한 인력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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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수산융복합 산업화 수산정보의 개발 공유 등 수산업 빅데이터 구축과 ICT 융복합 모델 확산을
통한 스마트 수산업 실현
* IT 융복합 성공모델 개발 확대 및 확산 보급(10개 이상 성공모델 개발)

기대 효과
■■수산생명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명산업 규모 확대
* 수산분야 생명산업 육성: (’12) 14.7조 → (’17) 34 → (’20) 85

■■관상어 산업 육성, 낚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어업외 소득 강화
* 관상어 수츨액: (’10) 30만$ → (’15) 1천만$ → (’20) 0.3억$
* 낚시 산업 규모 확대: (’12) 1조 7천억 원 → (’20) 3조 원

■■수산분야 기술수준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 수산 기술 수준(궁극기술 대비) : (’15) 67.8% → (’25) 90.0%

■■전후방산업 육성 및 수산에 특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규모화
■■융복합 R&D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유래 소재 및 제품 개발, 어촌브랜드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수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달성
* 융복합 R&D 비중 확대 : (’15년) 25% → (’25) 40%
* 경제사회파급효과(’25년) : 8,870억원의 R&D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1.4조, 부가가치유발 6,700억원,■
고용유발 20,859명 기대

■■수산정보 통합개방을 위한 Open API 기반의 수산정보 통합플랫폼서비스 추진으로 민·관·연의
자유로운 정보 플랫폼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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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수산업 육성
◈ 신 수산업(관상어, 기자재, 종자)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외연 확대
*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100조 규모 달성

가. 정책 추진 방향
■■수산기자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수산기자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산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 견인
■■수산종자 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연구단지 조성 및 인프라 강화, 지원
기관 설립 추진
■■관상어산업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융합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적용
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

나. 추진전략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수산기자재 수요증대 및 수산기자재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
하고 산업화 지원

■■수산종자산업 기반 구축
- 세계 종사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수종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종자업계의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관상어 산업 육성
- 식품위주의 수산업에서 벗어나 친숙한 수산업의 이미지 제공과 함께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관상어 육성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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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 (’16~’17) 법안 제정 등 기반구축 추진

가. 과제 개요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
기자재 산업 고도화
*시장규모(KMI조사):국내 4조6천억 원 이상(낚시업포함),세계110조 원 이상 추정

나. 추진계획
■■수산기자재의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검토 및 육성방안 마련(’16년)
- 기본계획 수립, 임대사업 촉진 등 산업 육성, 수산기자재 검정 및 관리 등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마련
*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 기술수준, 수요·공급,수출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15. 12.) 및 기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연구(’16, 3억)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연구(’16년) 및 수산기자재의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검정 및
사후검정 제도 도입 검토
■■수산기자재의보급사업활성화, 수출지원 및 R&D 지원 등을 통한 수산기자재 산업 고도화 추진
(’17년~)
- ICT, BT, 생분해, 고강도 섬유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근해·원양어업 기자재, 양식기자재,■
어구 및 핵심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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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산종자산업 기반 구축

◆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종자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
* 종자산업 협회 설립(’16),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7), 연구단지 조성(’19)

가. 과제 개요
■■양식산업 기반인 수산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R&D 집중투자, 수급관리, 현장지원, 제도
등 전 단계를 지원

나. 추진계획
■■국내 수산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16.6.23 시행)에 따라
종합육성계획 수립(’16년 하반기) 및 추진
* 수산종자산업협회 설립(’17),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19)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산종자관측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표본어가 및 관측시기 확대
*  종자업계의 계획생산 및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량, 시장정보 등 제공
** (’15) 3품종(넙치, 전복, 김) 본사업 → (’18) 4품종(우럭 추가) → (’20) 6품종

■■종자업체의 기술적·경영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현장
클리닉’ 추진(’15~’17 시범사업, ’18 본사업)
* 생산기술, 위생관리·사료 등 양식기술, 경영·판매 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

■■넙치, 전복, 바리과의 수출 종자 및 김의 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Project
(’12~’21, 748억 원)’ 추진
* (’16년까지) 유전자원 수집 및 우량계통 육성, (’17~’21년) 종자생산 및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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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1-3. 관상어 산업 육성

◆ 미래 수산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관상어 산업육성
* 국내 시장규모 확대 : (’14) 4,100억 원 → (’20) 6,504억 원

가. 과제 개요
■■관상어 등 미래 양식품목을 육성하여 수산분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신 산업 창출 도모

나. 추진계획
■■관상어 양식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 양식밸트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발전소 온배수
양식 및 순환 여과양식 등 추진
* 3대 권역 : 경기권(담수열대어), 중부권(비단잉어, 금붕어), 남부권(해수열대어)

■■산업화 인력육성을 위한 판매업 종사자 기초교육과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검토
■■체계적인 관상어 R&D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용 고급품종개량, 인공해수염개발, 스마트수조개발
등 민간 산업화 연구개발 참여 유도
■■일반인에게 정보제공 및 관상어 관심을 유도하며, 국내 관상어 산업 홍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상어 산업박람회 개최 검토
■■국제 관상어 시장의 트렌드 제공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지원 검토
* 수출시장 공략을 수출 대상국과 경쟁국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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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 투자 활성화

◈ 수산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 추진

가. 정책 추진 방향
■■R&D 혁신 및 생명산업 육성 수산분야 유망기술의 R&D와 생명산업을 육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견인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수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산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

나. 추진전략
■■수산 R&D 혁신
- 기존 수산업의 고도화 및 수산연관사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수산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달성  

■■수산생명산업 육성 지원
- 새로운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원으로서 수산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및 산업화 기반 조성
* 수산생명산업화 기반 조성 및 산업화 실현

■■수산창업 투자 활성화
- 수산업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를 활성화
* 수산모태펀드 및 투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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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산 R&D 혁신

◆ 수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유망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인
집중투자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실현
* 세계선도 기술 확보 : (’15) 2 → (’25) 9

가. 과제 개요
■■현장 애로 해결형,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트 구축, 융합·개방형 R&D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산업의 미래형 수출산업화 실현

나. 추진계획
■■글로벌 시장개방,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 R&D 환경과 국정·수산정책을 반영하여 5대 중점연구
분야 선정
* 해양수산 R&D 중장기(’14~’20) 계획(’13), 수산기술개발사업 중장기(’12~’21)로드맵(’11) 수정·보완
R&D 환경
글로벌시장개방과
경쟁심화
융복합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후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먹거리 안전, 친환경
소비트렌드 변화

국정·수산정책 철학
창
조
경
제

5대 중점분야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한국형 수산기자재 개발
및 표준화
첨단 양식현대화

국
민
행
복

어업·어촌 가치 재인식,
국민공감

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융복합기술개발
수산생명자원관리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R&D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포트폴리오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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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추진 효율화
-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하고 지원이 시급한 10대 Fast-Tech 우선 지원
- 정책현안 및 현장애로해결을 위한 R&D 수요를 파악한 후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R&D 성과 연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 기초시험연구와 실용화 연구성과 연계를 위한 R&D 성과 공유 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지원 강화

■■융합·개방형 R&D 지원 확대
- 수산업의 외연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축적된 타 분야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융합연구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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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산생명산업 육성 지원

◆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생명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산분야 생명산업 육성 : (’12) 14.7조 → (’17) 34 → (’22) 60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 (’08) 75% → (’20) 95

■■생명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창출
- 그 동안 먹을거리 중심의 생산중심의 수산업에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 추진
기존의 수산업

미래성장 수산산업

먹을거리 생산

생명자원을 관리·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수산생명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 수산용 백신, 종묘, 의약소재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유망사업 연구기반 및 실용화·산업화 촉진
* (’17) 기본계획 수립, (’17~’18) 예타, (’19~’23) 사업추진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및 유전체 사업 기반 연구 강화
- ‘수산생명 벤처포럼’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생명공학 분야 유망기업의 수산생명산업의■
진입을 촉진
* 민간 R&D 기반구축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R&D서비스(CRO) 및 생산기술·시설 서비스(CMO)를 지원

■■미래 유망한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수산생물 신기능 유전체 발굴로 바이오산업 기반 확보
* 수산생물 오믹스 활용기술 개발(’14~’21, 약 70억), 신기능성 소재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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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 수산 연관산업의 창업·투자활성화를 통해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수산펀드 조성 : (’10~’15) 6개 970억 원 규모 → (’20년까지) 총 11개 2,000억 원 규모

가. 과제 개요
■■투자가 부족한 수산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전략산업으로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투자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여 체계적 산업 육성 도모

나. 추진계획
■■수산분야에 투자하는 펀드(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융자·보조 등 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본
조달 방식 다양화
■■정부에서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 성장가능성이 있는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자금조달 지원
* ’10~’15년 동안 535억 원을 출자하여 총 6개, 97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 계획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수산 연관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융자*하여 우수기술 실용화
및 수출상품 개발 등을 촉진
* ’16년 지원규모 : 30억 원(업체당 5억 원 이내, 금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창업 → 제품·브랜드 개발 → 판매·수출까지 성장단계별 1 : 1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추진
*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기업발굴, 육성,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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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수산인력 양성

◈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
* 수산업 경영인(누계, 명) : (’14) 22,588 → (’16) 26,100 → (’18) 30,000 → (’20) 35,000

가. 정책 추진 방향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존 어업인을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귀어·귀촌인, 수산계 고교생 등 신규 진입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 추진전략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여성어업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

■■신규 진입인력 지원 강화
- 산업기능요원, 일자리 센터 확충 및 수산계 고교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수산분야 신규인력의 유입■
촉진

■■귀어·귀촌 활성화
- 귀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정보 제공, 단계별 교육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귀어·귀촌인의 성공적
창업과 어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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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수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수산업 경영인(누계, 명) : (’14) 22,588 → (’16) 26,100 → (’18) 30,000 → (’20) 35,000

가. 과제 개요
■■수산신지식인, 수산업 경영인 등 우수한 어업인을 발굴하여 교육,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

나. 추진계획
■■여성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 계획(5개년)’ 수립(’16.上)
■■수산계대학시설및전문인력풀등을활용하여 수출, 판매 전략 등 경영능력향상교육 추진을 위한
수산전문가 양성 과정 지속 추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등 수산업경영인에게 어업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
■■창의적발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한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여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멘토 등으로 활용
* 신지식인 선정(누계) : (’15) 201명 → (’18) 230명 → (’20) 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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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규 진입인력 지원 강화

◆ 어가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의 유입 촉진
* 수산계 고교 취업률(수산계) : (’14) 27.5% → (’16) 30% → (’18) 34% → (’20) 40%

가. 과제 개요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지원, 어업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한 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의 유입으로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해소

나. 추진계획
■■수산분야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 지속 운영
* (’16) 5개소(부산, 강릉, 광주, 보령, 포항) 운영, 사업평가 후 확대 추진

■■어선실습선건조* 등 특성화 교육 지원 지속을** 통한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수산분야 취업률
제고
* 다목적어선실습선: ’15~’18년(4년간)/1,380톤 / 322억 원 / 승선인원 총 83명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분야 취업 촉진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명) : (’15) 32 → (’18) 40 → (’20) 50
** 어선 승선근무 예비역(명) : (’15) 67 → (’18) 75 → (’20) 80

■■다문화가정어업인 등 신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정착 및 어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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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맞춤형 귀어·귀촌 활성화

◆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업 창업 및 어촌정착
* 귀어·귀촌 가구 수 : (’15) 266가구 → (’18) 600가구 → (’20) 1,000가구

가. 과제 개요
■■귀어·귀촌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단계별 교육 및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어업 창업 및 어촌정착 유도

나. 추진계획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책 마련을 위한 ‘제1차 귀어·귀촌 종합계획(5개년)’ 수립(’16.12)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1:1 상담, 귀어·귀촌 박람회 및 귀어업인 통계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귀어·귀촌을 희망자에 대한 단계별 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어업 창업 및 어촌정착 지원
* 귀어·귀촌 정착교육(이론) → 귀어촌 홈스테이(체험) → 귀어학교 설립(실습)

■■귀어·귀촌인을 위한 어업 경영기반 및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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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 융복합 산업화

◈ 기존의 수산업에 타 산업 융·복합 및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고부
가가치 수산업 창출

가. 정책 추진 방향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수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첨단 분야 융·복합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나. 추진전략
■■아쿠아 스마트팜 실현
- 수산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 수산업의자동화 및 기계화로 비용절감 및 생산력 증대로 국제 경쟁력 확보

■■수산빅테이터 활용
- 정형 데이터, 정성데이터, SNS데이터, 대용량 소비자 행동 등 수산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수산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수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빅데이터 사업화

■■ 수산 융복합 산업화
- 어업, 양식업, 가공업 및 유통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 및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산업으로 발전
  * 6T(IT, BT, ET, MT, ST 및 CT) 기술을 수산분야에 적용하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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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4-1. 아쿠아 스마트팜 개발

◆ 수산분야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모델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팜 성공모델 개발 확대 및 확산(’18년까지 10개 이상 성공모델 개발)

가. 과제 개요
■■수산업과 타 산업 및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 수산업의 융·복합 산업화 달성

나. 추진계획
■■어업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수산물 생산·과정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ICT 융합모델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 선정·추진(’14~)
  * ICT 융합 모델 개발 확대(’16년 : 2개 과제, 4.8억 → ’17년 : 4개 과제, 9.6억)

■■기술이 개발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 표준화 및 검증체계 강화
등으로 성공모델 확산(’18~)
*  IT 융복합 성공모델 개발 확대 및 확산 보급(’20년까지 10개 이상 성공모델 개발)

< 수산 u-IT융복합 모델화사업 >

<제주 u-수산양식지원시스템>

< 전남 u-itrl반 고품질해조류양식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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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 ICT기술을 접목, 생산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여 염전 인력난 해소 및 제품 표준화 도모
- 스마트염전 디지털 염도계, 수문 원격제어 및 급·배수 자동화시스템, 우천시 염수대피시스템 등을■
갖춘 차세대 염전모델 마련(’16~)
   * ’14~’15년 지역 SW 상용화지원사업(미래부)으로 모델 구축 후 ’16년 염전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 자동채염기 생산과정 중 가장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채염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계 보급 지원■
(’ 16~)
   * ’16년 사업으로 자동채염기 총 500대 지원 예정이며(총사업비 60억 원 중국비 18억 지원)  
- 반자동포장기 이송레일과 디지털 저울을 사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소금을 운반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구입 지원(’16~)  
   * ’16년 사업으로 반자동 포장기 총 25대 지원 예정(총사업비 10억 원 중국비 3억 지원)

< 채염자동화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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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동포장기계 >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4-2. 수산 빅테이터 활용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산관광 및 소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형 및 비정형
정보를 활용한 수산 빅데이터 사업화

가. 과제 개요
■■수산관련 각종 정형 및 비정형 수산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소비자 기반 수산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 추진

나. 추진계획
■■수산물의 생산, 판매 및 소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형·비정형의 방대한 수산정보를 수집·분석
서비스하는 수산 빅데이터 구축
- 우선 수산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범서비스 구축 추진(’15)
  * 어촌 유통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2억, ’15년 상반기)

- 수산정보 수집·분석 빅데이터 구축관련 법·제도 연구, 시스템 구축방안 및 처리 플랫폼 기술 연구■
추진(’15~)

■■수요자(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수산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어업정책추진을 위한 어업경영체 통합DB 구축
- 맞춤형 수산정책을 뒷받침할 어업경영체 단위의 기초자료 확보 및 효율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어업경영체정보시스템 구축(’13~16)

■■정부3.0을 통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용적 수산정보 서비스
개발(’15~’18)
- 어업·어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보화 정책방향과 IT 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정보화 중장기 정책
수립(’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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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용적 수산정보
서비스 개발(’15~’18)
- 산지 위판정보 등 수산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16~)하고,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 수산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15~18, ’15년 : 3억, ’16년 : 20억)

*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반 수산정보 통합플랫폼 서비스 : 수산 관련 각종■
정보들을 개방·공유 및 공동활용, 민·관·연이 자유롭게 새로운 수산 정보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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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4-3. 융복합형 수산산업 실현

◆ 수산업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여 생산부터 소비자
까지의 자동화 및 기계화 촉진 지원
* 2020년까지 생산·유통·가공분야 10대 성공모델 개발

가. 과제 개요
■■생산, 가공, 유통 등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수산업 ICT융복합 성공모델의 확산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단계적 확산전략 수립

나. 추진계획
■■수산업 ICT 新생태계 분석 및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16)
- 기존의 수산업 SCM 상에 ICT 기술적용으로 일어나는 가치사슬 변화와 관련 기업을 조사하여 수산업
ICT 가치사슬 분석

■■인력, 규제, 표준화,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등 수산업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및 관련 지원체계 마련
* (’16) 기반연구 → (’17) 시범사업 (생산·유통·가공 3대 분야) → (’18~’20) 10대 과제 추진

■■수산물 생산과정 이후 소비자 판매 단계의 수산물 全 유통과정에서의 이력관리 및 정보 연계를
위한 RFID/USN 기술기반 구축
< RFID/USN 기반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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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미래 수산업·어촌을 향한 새로운 도전
(2016~2020)

Ⅴ. 수산업·어촌 미래상

1

수산업·어촌 미래상

어업 거시지표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수산물소비량(kg)

어가경제

160

자급률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개요

어가 및 어가인구

수산물 수출입

기타 수산업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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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어촌 투·융자 계획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를 위한 기초 체력 강화
수산자원조사선 등을 통한 과학적 자원관리와 연근해 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유지와 생산 확대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투자 집중

■■안전을 강화한 수산물 위생·유통 인프라 강화 등 선진 유통체계 구축
생산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위생 안전을 제고하고,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과 생산된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시장개방을 수출증대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분석능력 제고, 국내 대책 내실화를 통한 수산업 체질개선, 국제적인 어업규범 및 연안국■
협력확대로 글로벌 영향력 강화와 통일 시대 대응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외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6차산업화 촉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맞춤형 복지기반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능동적
이고 활기찬 어촌 구현

■■수산분야 신 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전략 마련 강화
미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산인력 양성, ICT분야의 선진 기술력을 수산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 수산업·어촌 투·융자 계획(’16년~’20년) >
(단위 : %, 백만 원)
구분

비중

’16

’17

’18

’19

’20

총 계

100

1,780,903

1,785,041

1,762,888

1,718,770

1,691,727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17.6

312,579

286,951

287,181

277,434

270,846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32.3

575,619

591,863

619,482

612,272

619,272

글로벌 경쟁력 강화

4.4

77,929

75,504

74,927

75,082

75,229

어촌활력 제고

43.5

774,671

777,982

746,977

719,661

692,059

미래 수산업 실현

2.3

40,105

52,741

34,321

34,321

34,321

* 기존사업(신규포함)은 ’16~’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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