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해양이용현황과트렌드



용도구역

500m 이내 500m~1000m 1000m~2000m 2000m~5000m 5000m~영해 끝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73.30 1.0% 25.68 0.5% 13.69 0.2% 6.38 0.0% 24.97 0.1%

해양관광구역 116.15 1.6% 32.43 0.6% 121.65 1.7% 199.19 1.4% 749.51 1.6%

군사활동구역 691.95 9.5% 577.68 11.4% 1,138.57 15.7% 3,302.60 23.7% 16,155.29 35.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592.02 21.8% 1,238.51 24.5% 1,259.04 17.4% 1,257.69 9.0% 378.29 0.8%

안전관리구역 697.23 9.5% 334.09 6.6% 534.51 7.4% 1,067.34 7.7% 1,013.29 2.2%

어업활동보호구역 3,499.68 47.9% 2,431.29 48.1% 3,495.86 48.3% 6,773.99 48.6% 24,516.26 53.5%

에너지개발구역 19.39 0.3% 9.62 0.2% 33.23 0.5% 150.87 1.1% 434.96 0.9%

연구교육보전구역 58.72 0.8% 42.48 0.8% 105.54 1.5% 373.43 2.7% 1,036.10 2.3%

항만항행구역 554.79 7.6% 367.24 7.3% 531.30 7.3% 803.01 5.8% 1,508.16 3.3%

총면적 7,303.23 100.0% 5,059.02 100.0% 7,233.40 100.0% 13,934.50 100.0% 45,816.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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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건) 면적(㎡) 투기량(㎥) 채취량(㎥) 점·사용료(원)

1호(인공구조물) 9,891 93,177,988 1,170,311,399 1,170,606,104 1,261,281,224,262 

2호(토지굴착) 4 1,331 - - -

3호(준설) 28 6,554,231 50,086 50,086 12,782,190 

4호(토지조성) 97 947,289 3,000 3,000 -

5호(인배수) 355 11,587,398,594 2,818,185,216 2,818,183,624 3,984,794,630 

6호(모래채취) 5 1,347 - - -

7호(식물재배) 4 67,223 - - 405,572,113 

8호(투기) 3 4,483 - - 1,050 

9호(시설물사용) 6 43,389 - - 348,365,310 

10호(광물채취) 1 1 - - -

11호(기타) 520 34,057,912 8,474 8,474 30,813,055,799 

전체 10,934 11,722,253,789 3,988,558,175 3,988,851,289 1,296,845,7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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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연안관리법

대상공간 바닷가+내수+영해+EEZ+대륙붕 내륙공유수면+바닷가+내수+영해+EEZ 연안육역+바닷가+내수+영해

계획
• 해양공간기본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과거) 연안통합관리계획

용도 • 해양용도구역 -
• 연안침식관리구역
• 자연해안
• 바닷가 등록

인허가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공유수면 매립 면허

-

조사·평가
• 해양공간특성평가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

• 연안기본조사

• 연안재해위험평가
• 바닷가 실태조사

특징
• 해양이용 정책 방향
• 해양이용에 관한 용도 배분
• 해양이용 적합성 평가

• 공유수면 이용 허가
• 연안재해 대응 중심의 연안관리
• 자연해안, 바닷가 등 해안관리 수단 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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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민간 지자체 합계

점사용
건수 24 218 708 950

면적(㎡) 48,276 1,184,440 2,156,954 3,389,670

매립
건수 123 185 2,079 2,387

면적(㎡) 157,074 199,705 2,947,598 3,30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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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면적(㎡) 투기량(㎥) 채취량(㎥)

1년이내 1,894 75,971,780 94,901 93,749 

5년이내 3,541 11,612,257,388 3,986,657,129 3,986,939,111 

15년이내 2,331 10,974,540 1,436,252 1,412,831 

30년이내 3,080 21,175,382 369,893 405,597 

30년이상 88 1,874,699 - -

전체 10,934 11,722,253,789 3,988,558,175 3,988,851,289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수산업법」 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 소유권 취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착장 도로 공동작업장 호안

위치 충남보령시 경남창원시 충남태안군 충남서산시

허가기간 1999~9999 2003~2100 2008~2999 2002~2050

점용사용자 지자체 지자체 민간(어촌계) 지자체

면적(㎡) 347 1,086 276 366

점용사용료(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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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건과전망

해상·해저도시 해상·해저도시

해상물류 해양 에너지



(Papathanasopoulo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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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 전체(원/㎡) 연안 토지(원/㎡) 연안/지자체 (%)

부산 439,103 557,558 127.0

인천 327,161 100,566 30.7

울산 112,146 308,935 275.5

경기 176,178 158,663 90.1

강원 8,992 85,866 954.9

충남 29,386 54,662 186.0

전북 16,373 59,915 365.9

전남 12,089 11,149 92.2

경북 13,569 130,710 963.3

경남 30,235 53,926 178.4

제주 59,140 150,470 254.4

시도 2012년 2021년 증감율(%)

부산 597 1,364 128.5 

인천 96 365 280.2 

울산 143 324 126.6 

경기 50 244 388.0 

강원 194 352 81.4 

충남 127 218 71.7 

전북 56 129 130.4 

전남 283 594 109.9 

경북 373 570 52.8 

경남 437 912 108.7 

제주 342 907 165.2 

전체 2,698 5,979 121.6 

SNS 채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커뮤니티 6,001 8,043 11,824 10,958 

인스타그램 92,284 103,111 159,021 42,682 

블로그 26,760 27,278 49,922 70,926 

뉴스 1,979 2,264 3,135 3,308 

트위터 8,129 4,702 5,092 10,687 

전체 135,153 145,398 228,994 13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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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양이용방향과과제



OCEAN 
COMMONS

규범(norms) 가치(values) 규칙(rules of the game)

통합(Integrate)+균형(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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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부재

원칙
합의

관리체계
경직

공동의
유연한
규칙

소수
가치편중

해양
가치

해양이용 원칙 내재화(Internalization)
Integrated Management / Ecosystem-based / Knowledge-based / Nature-based Solutions … 

관리 체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국민의 요구와 해양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관리체계 문제한계를 분석해 새롭게 조정

다양한 해양가치, 모든 국민에게
해양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 최대 활용, 다양한 해양 가치 수혜를 국민에게 확대

불법
무단

스마트
관리
강화

신기술 기반 공동자원 해양에 대한 관리권 강화
데이터·기술과 정책 연계, 해양의 공정한 규칙 집행자로서 정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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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허가자

유형 예시

국가·지자체

중앙정부 국방부, 국토부

산하기관 세관, 해양조사원

지자체 부산시, 인천시

군, 경 해군, 해경

공공기관

공기업(시장형)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등

공기업(준시장형) 해양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해양과학기술원

준정부기관 환경공단

공공법인 수협 거제수협

대학 연구 울산대학교

민간

정유 GS칼텍스㈜ 등

가스 E1 등

건설 포스코 등

관광 ㈜여수씨월드 등

발전 SK에너지㈜ 등

방재 그린포스㈜ 등

상업 파도활어센터 등

유통 ㈜에프씨인베스트

제철 현대제철㈜ 등

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해운 ㈜서영물류 등

협회·재단 등 장애인요트연맹 등

수산-어촌계 경화어촌계장 등

수산-조합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등

기타 용호농장

개인 -

기업

지자체

어촌계

국가

전통적 해양이용 주체 해양 가치 수혜자, 국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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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산

해안선

무인도서

이용

해양
시설물

연안
침식

연안
침수

해양
쓰레기

연안
정비

바닷가

양식장

정책
지향

침식
대응 무인도서

관리

자연해안

관리

공유수면

관리

시설물
관리

연안
관리

바닷가
관리

침수
대응

생산 가공 유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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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정의

기여

데이터

연계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