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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만수산
1. 울산항 및 항만개발 지원

가. 울산항 현황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 및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과 상업을

동시에 갖춘 종합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액체화물은 울산항 전체

화물의 80.5%, 국내 액체화물의 34.4%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주요 항만 액체

화물의 처리 4위에 해당된다.

울산항은 5만 톤급의 일반화물선이 계류하는 안벽과 35만 톤급의 원유선이 계류

하는 원유부이(BUOY) 4기 및 15만 톤급의 유조선이 계류하는 돌핀을 비롯해 모두

110척의 선박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7,058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 2013년 울산항 시설현황 〉
안벽연장 접안능력 정박능력 연    간

하역능력
총야적 
능  력

항  내 
수면적

해안선
길  이 간만의차

19,027M

잔교포함

110척

3,699천DWT

38척

1,426천G/T

70,583천톤

740천TEU

1,843천톤

541천㎡
116㎢ 58㎞ 60.8㎝

〈2013년 선박입항 및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선박입항(척) 총물동량 처리(천톤) 컨테이너 처리

(천TEU) 액체화물 처리(천톤)

처리실적 25,199 191,031 386 153,776

 ※ 액체화물 : 원유․석유정․제품, 석유가스, 화학공업 생산품

나. 울산신항 개발
울산신항은 국내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항만개발과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목표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6조 4,150억 원의 예

산(정부자금 및 민자)이 투입되는 울산 최대의 주요 국가사업이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항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부두 33선석, 방파제 7.8km, 배후단지 67만 9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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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계획 평면도 >

2013년에는 신항개발사업 예산 1,623억 원을 확보하여 북방파제 축조 등에 350억 원,

배후단지 등 민자사업에 1,273억 원이 투입되었다.

주요사업별 공사 현황은 남항 남측진입도로 1.4km와 남항 민자사업 9개 선석을

준공하였으며, 정부공사인 북방파제는 1공구, 2공구를 준공하고 3공구는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울산항만공사에서 67만 9천㎡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공구 94%, 3공구 21%이다.

이외 신항사업과 연계된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6개 사업 33.1㎞가 공사 중이며,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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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항 사업별 추진현황 〉 (단위：억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주 체

추  진
기  간

사 업 개 요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비고단위사업명 사업량

북

항

모래부두공사 정 부 ’02~’03 선 석 1 102 ․준공

민자 1-1단계 사업 민 자 ’04~’09 선 석 6 2,359 ․준공

북방파제 축조 정 부 ‘08~’14 방 파 제 2.2㎞ 5,508 ․‘08.12. 착공

북항 접안시설 UPA ‘09~‘18 선 석 5 4,823
․‘12.11 착공

(2선석)

오일허브 UPA ‘10~‘17 선 석 4 5,772 ․‘13.11 착공

배후단지 UPA '08~'16 배후단지 679천㎡ 1,391

․‘10. 5. 착공
(1공구)

․‘12. 11. 착공
(3공구)

․‘13.11 착공
(2공구)

북측진입도로 정 부 ‘07~’09 도로개설 1.0㎞ 97 ․준공

남

항

남방파제 1단계 정 부 ’04~’09 방 파 제 2.1㎞ 4,717 ․준공

남방파제 2단계 정 부 ’12~’18 방 파 제 3.1㎞ 8,573 ․‘13.12 착공

중앙방파제 등 축조 정 부 ’99~’05

방 파 제 0.40㎞

2,172 ․준공

호 안 0.50㎞

민자 1-2단계사업 민 자 ’06~’13 선 석 9 3,085 ․준공

남항진입도로
정 부

민 자
’08~’12 도로개설 3.3㎞ 305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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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 배후수송 시설계획 〉
도로(철도)명 구   간 사업규모(차로) 사업기간 사업주체

국도31호선

(온산～두왕)건설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남구 두왕동
6.5km(4) ´06～´14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장생포순환도로 남구 장생포동 일원 3.1km(4~6) ´05～´17 울산광역시

신항만 배후도로
대로3-8～대로3-7

～대로1-19확장
5.4km(5~6) ´04～´17 울산광역시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남구 만수삼거리

～ 부두로
2.4km(4) ´12～´15 울산광역시

신항북측진입도로

(대로2-42호선)

남구 SK케미칼

～용연하수처리장
10km(6) ´07～´09 국토해양부

남항진입도로

(대로2-11호선)

울주군 온산항사거리

～신항 남항
1.3km(6) ´08～´11

국토해양부

산단시행자

남항진입도로

(대로3-23호선)

울주군 온산역사거리

～신항(남항)
2.1km(6) ´09～´11 산단시행자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남구 석유화학단지후문

～용연동 신항 일원
8.3km(5~6) ´08～´14 울산광역시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울주군 청량IC

～남구 처용암 입구
5.6km(4) ´08～´14 울산광역시

산업로(상남～용암)확장 울주군 상남～용암 2.0km(8) ´05～´16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남구 매암동

～동구 일산동
8.3km(2~4) ´08～´15

울산광역시,

민자

신항만 인입철도 울주군 망양역～신항 9.34km(단선) ´10～´16 국토해양부

다. 2014년 업무계획
   1) 울산항 지원

2014년 5월에 울산신항만 물동량확보 등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울산해양수산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와 항만, 수산, 해양, 연안 기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행정공조 체제로서 항만 이용자들이 울산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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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울산신항 개발지원
2014년에는 총 1,290억 원(국비 640, 민자 650)의 예산을 투입하는 신항개발사업

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방파제 축조 공사를 ‘14년 7월 준공, 남방

파제 2단계 1공구를 계속 추진, 북항 방파호안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67만 9천㎡ 조성사업과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등 배후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도로 및 인입철도 건설로 항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원활한 물동량 수송으로 기업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산업 육성
가. 일반현황 및 여건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동해남부에 위치하며 해양에는 난류와 한류의

교차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마을어업, 정치어업, 양식어업 등의 호황

으로 1970년대까지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공업화 추진에 따

른 해안매립, 임해공단 조성, 바다오염 등 어장환경 악화로 연안어업은 점차 감

소 추세에 있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183.48㎞로 4개 구․군 지선에 33개 어촌계와 20건의 마을

어장(832㏊)이 존속하고 있으며, 4개 구․군 중 동구연안은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중형기선저인망, 오징어 채낚기 등 어선어업이 활발하여 어로 활동지원을 위한

수산유통 보급시설과 어항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남구연안 울산항은 무역항으로

해운, 조선 등 해양수산의 유통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구의 정자항은 국가어항으로서 시설이 완료되어 멸치, 대게, 가자미 등을 채포

하는 유자망, 채낚기 등 어선어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해역인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서 자연산 돌미역과 전복 등 수산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멸치 젓갈도

많이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대게가 포획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 있다. 한편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으로 정주환경개선과 어업기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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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 어항, 어촌, 어장, 활어직판장을 연계한 해안관광지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강동 해안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구 일산 외 2개 지역에 어촌관광 활성화사업도 2009년 준공되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어업가구 및 인구현황 〉
구  분 어가구(호) 어업인수(명) 어촌계수(개) 해 안 선(㎞)
2009년 1,013 2,862 33 155

2010년 1,022 2,934 33 179

2011년 966 2,780 33 185

2012년 922 2,614 33 183

2013년 919 2,751 33 183

〈어선 및 어항현황〉

구  분
어    선    수(톤) 어     항     수

계 동  력 무동력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    항 소규모어  항
2009년

1,257
(4,660)

874
(4,086)

383
(574)

28 2 4 9 13

2010년
1,264
(4,766)

882
(4,188)

382
(578)

28 2 4 9 13

2011년
1,255
(4,615)

873
(4,037)

382
(578)

28 2 4 9 13

2012년
1,255
(4,608)

878
(4,038)

377
(570)

28 2 4 9 13

2013년
965

(4,263)

863

(4,118)

102

(145)
28 2 4 9 13

나. 수산물 생산 현황
우리시 수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어업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있으나 연안어업은 어장 환경 악화 등으로 생산량은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 활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근해어업의 주 업종은 중형 기선저인망과 채낚기

어업으로 어획량 전량이 수협 위판장에 계통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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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은 미역이 주품종으로 연간 생산량은 약 7,000여 톤이며 최근에는 어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양식 및 육상양

식어업으로 연간 300여톤의 넙치 등이 생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공동어업으로는 어촌계 마을 어장과 구획 어업에서 전복, 성게, 멸치, 미역 등

자연산의 청정 해산물이 생산되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수산물 생산실적 〉                                                                        (단위：M/T,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 금액 생산 금액 생산량 금액
24,312 65,031 25,366 64,138 23,191 72,743 23,451 72,312 30,642 72,680

주) 자 료 : 통계청

〈 2013년 어업면허 현황 〉                                                                               (단위：건, ㏊)
계 마 을 어 업 복합및협동양식 양 식 어 업 정 치 어 업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85 1,316 20 832 30 225 29 198 6 61

〈 2013년 어업허가 ․ 신고현황 〉                                                                               (단위：건, 척)
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    상

양식어업
(건수)

낚시
어선업
(척수)

신고어업
(건수)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건수 척수

2,974 949 90 57 1,287 775 56 56 22 61 1,519

다. 인공어초 시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수중에 구조물 일명 고기아파트를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은신처 등을 만들어 주어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자원 증가는 물론 기선 권현망 등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1978년부터 수심 70m 이하의 연안어장에 주로 시설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 이후 2013년까지 126억 원을 투자하여 1,456㏊의 연안에 사각어초

등 8,959개를 시설하였다. 2013년에는 하우스 해중림초 81개를 설치하여 사업효과

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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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어초 시설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면 적 수 량 금 액 면적 수량 금액 면적 수량 금액 면적 수량 금액
계 1,456 8,959 12,591 1,448 8,778 11,241 4 100 595 4 81 755

사각형 1,018 6,619 4,646 1,018 6,619 4,646 - - - - - -

강 제 190 27 1,932 190 27 1,932 - - - - - -

날개부 12 220 1,310 8 120 715 4 100 595 - - -

기 타 236 2,093 4,703 232 2,012 3,948 - - - 4 81 755

라. 어촌관광 활성화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도시민들의 해양관광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어업 외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동구 일산 외 4개소에 현재까지 총 30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중이며, 2013년까지 4개소를 완공하였고, 울주군

5개소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은 어항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어업체험기반조성

으로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 어촌 ․ 어항 관광개발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개발형태 위 치
사     업     비

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 30,811 24,092 2,350 1,422 842 2,105

어촌관광 단지형 울주군 대송 6,370 6,370 - - - -

어촌․어항

복합공간형

동구 일산 6,921 6,921 - - - -

북구 정자 8,656 8,656 - - - -

어촌종합개발
북구 당사 4,495 2,145 2,350 - -

울주군 서생 4,369 - - 1,422 842 2,105

마.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레져 활성화, 연안이용 증가로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 6억 7천만 원을 투자, 조업 중 인양쓰레

기 수매사업 등 4건의 정화사업 추진으로 해양폐기물 1,058톤을 수거·처리하는

등 생태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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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황 〉                                                                           (단위：톤, 백만원)

사 업 명
추진실적 사  업  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개 사업 499 966 1,058 425 201 224 570 210 360 667 264 403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168 131 125 85 51 34 100 60 40 107 64 43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57 145 233 150 150 0 150 150 0 200 200 0

바다 속 폐기물 수거 79 109 137 130 0 130 140 0 140 180 0 180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195 581 563 60 0 60 180 0 180 180 0 180

바. 2014년 업무계획
   1)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
우리시는 포경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소, 암각화박물관 등

고래관련 시설과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를 토대로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래테마관광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래

테마관광도시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2009년 1월에 완료하였다.



제4절 항만수산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339

2009년 11월 고래생태체험장 등에 22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34억 원을 투자하여 옛장생포마을, 광장, 전망

대 고래조각공원, 고래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900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울산

고래센트럴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2)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조성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16년까지 대왕암지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가족휴양 및 생태학습

지구 등을 조성하여 동남권의 대표적 해양관광 복합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3) 인공어초 시설
인공어초 시설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적지조사를 시행하고 7억 2천만 원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의 면적에 해역특성에 적합한 어초를 시설할 예정이며,

인공어초시설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초․어장관리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에 지속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다.

   4) 어촌종합개발
울주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구간이 온산읍 강양, 서생면 진하, 송정, 평동, 나사

지역으로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이 위치한 어촌마을의 어항기반시설개선 정비․확충,

주거환경개선 담당정비 및 빈집철거, 해양체험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어업생산성 및 어업

소득 향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마을 관광소득 창출, 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어업질서 확립
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정부와 우리시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매년 연안 해역에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자원조성의 효과증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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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는 1995년 이후부터 고질적 불법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완전히 근절된 상태로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태화강 하구 불법어업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0부터 우리시 연안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대폭 줄어들었다.

〈 불법어업 단속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소형기저 삼중자망 자원관리 구획어업 무허가 내수면 기타
2009년 12 - 3 - - 1 - 8

2010년 15 - - - - 3 - 12

2011년 1 - - 1 - - - -

2012년 6 - - - - 2 1 3

2013년 6 - - - - 1 - 5

주) 기타 : 행정처분건수

그러나 항만구역 내 생계 유지형 삼중자망 등의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울산해역에도 특산물인 대게가 서식함에 따라「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한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안전조업 지도
기관 성능이 날로 좋아지고 마력이 높아지면서 조업어선 행동반경이 확대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또는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며

어선원들의 선박정비 불량, 운항기술 미숙과 안전운항수칙 불이행 등으로 해난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근해 안전조업 지도대책을 수립

하여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군, 수협, 해경,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조업 지도․교육으로 사고예방에 노력한 결과 2009년부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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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사고 현황 〉
구   분 사 고 척 수 구    조 미 구 조 인명피해
2009년 17 17 - -

2010년 41 41 - -

2011년 12 12 - -

2012년 15 15 - -

2013년 28 27 1 -

〈 사고원인별 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부주의 기    타
2009년 17 6 11 - -

2010년 41 11 30 - -

2011년 12 3 9 - -

2012년 15 10 5 - -

2013년 28 13 13 2 -

다. 자원조성 사업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어장 20개소 832㏊중 대부분의 어장저질이 암반 또는

암초로 형성되어 있어 각종 해조류와 패류들의 천혜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돌미역,

전복, 성게, 소라 등 품질이 우수한 자연산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어가 공동소득원

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자원 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부족과 투자 재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고갈로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어 인위적 자원회복을

위해 갯녹음(백화현상) 해역에 대하여는 바다숲을 조성하고 수산생물 서식․산란

환경이 조성된 인공어초시설해역에는 정착성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3년에는 18개의 마을어장 또는 인공어초 투하해역에 9억 9백만 원을 투자하

여 전복, 강도다리, 조피볼락, 붕어 등의 수산종묘 약 186만 6천 마리를 방류하였

으며, 또한 종묘방류 효과를 구명하여 자원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류효과조사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북구 우가 갯녹음 해

역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해중림초 119개를 설치한 후 감태 이식 및 저연승

시설 등으로 5ha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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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                                                                         (단위：개소, 백만원)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89 5,298 17 1,160 18 1,160 18 1,160 18 909 18 909

〈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단위：ha, 백만원)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5 2,408 5 500 5 500 5 450 5 408 5 550

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A/S가 원활

하지 못한 어업용기자재에 대해 관리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와 현장에서 교체할 수 있는

5만원 이하의 소규모 부품에 대한 무상 교체 실시이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어업용 어선의 선외기․디젤 엔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95개소,

2,623척의 어선을 점검 수리하였다.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현황 〉 (단위：백만원)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2,623 267 367 27 627 60 619 60 547 60 463 60

마. 2014년 업무계획
   1) 불법어업 단속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안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상시 순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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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불법어업 단속 계획 〉
지도․단속 범위

단속내용 단 속 방 법 위반자 
조  치지도․

단속구역 어업현황
〈해 상〉

북구 연안～

울주군 연안

〈내수면〉

태화강 등

주요하천,

지수지

〈어 선〉

965척

〈어업권〉

85건/1,316 ha

〈내수면〉

15건/147.1 ha

무면허 ,

무허가 ,

무 신 고

어 업

허가사항

위 반

◦ 유관기관 합동단속 : 4회(분기)

◦ 해양수산부 주관 합동단속

： 2회(5, 10월)

◦ 시, 구․군 합동단속

： 6회(분기 및 성수기)

◦ 시 자체단속 : 수시

◦ 인터넷 접수 민원처리

◦ 불법 어구

및 어획물

전량 압수

◦ 사법조치,

행정처분

분기별로 시, 구․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어업인에게 심어주고 또한 수협․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어업에 대한 의식변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업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태화강 등 주요하천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구․군별 지역 책임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할 계획이다.

   2) 자원조성 사업
2014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종묘방류 효과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2017년까지 33억 원의 사업비로 500만 마리 정도를 추가 방류

할 계획이다.

또한, 유용한 해조 군락이 감소하고 무절석회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연안의

바위표면이 백색으로 변화하는 갯녹음(백화현상) 해역에 감태, 곰피 등의 해조류를

번식시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는 등 울산연안 5㏊에 6억 50백만 원

을 투자하여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7년까지 21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연안 15㏊에 대하여 바다 숲을 추가

로 조성할 계획이며, 바다숲 조성은 해조류 자연포자 착생유도와 해조인공종묘

를 이식하는 등 해조이식 공법과 해조부착 기질 개선공법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제3장 경제통상

344 • 2014 시정백서

〈 2014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수산종묘방류사업 종묘방류 효과조사 바다숲 조성사업
사업비 951 88 650

품종 /사업량 전복, 볼락 등 조피볼락, 강도다리 5㏊

사업지
마을어장 또는

인공어초 투하해역
울산연안 울산연안

4. 수산기술 보급
가.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육성사업
어업인후계자는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어촌거주 50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 기술

지도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여 어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이다.

우리시 수산업경영인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7명(후계자 93, 전업경영인 34)을

선발하여 총 53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 2013년 수산업경영인 업종별 현황 〉                                                                                   (단위：명)
계 어 선 어 업 양 식 어 업 종 묘 배 양 내수면
127 102 17 5 3

〈 어업인후계자 연도별 지원현황 〉                                                                           (단위：명,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선 정 수 93 69 8 5 8 3

지원금액 3,431 2,706 125 200 300 100

〈 전업경영인 연도별 지원현황 〉 (단위：명,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선 정 수 34 28 - 5 - 1

지원금액 1,819 1,539 - 21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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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인 교육훈련 추진
어촌․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양성 및 어업인(수산업

경영인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어업인의 자질향상과 어촌정착을 유도하여 수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수산 선진현장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정보습득으로 변화여건에 대응, 자생력을 고취시켜 자생조직 활성화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였다.

우리시는 교육과정별 교육을 통하여 4개 과정(신규어업인 후계자반,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반, 수산업경영인 간부반, 어촌현장맞춤형 교육) 1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의 자질향상과 자생조직 단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선진현장 전문교육을

통하여 어촌의 선구자역할 등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어촌지역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내 어촌

계장 및 수산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연 3회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여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다.

〈 2013년 어업인 교육훈련 실적 현황 〉                                                                                     (단위：명)
계 신규후계자반 경영연찬반 경영인 간부반 맞춤형 교육
167 5 37 20 105

〈 2013년 어촌지도자 협의회 참석 현황 〉                                                                                   (단위：명)
계 1차 2차 3차 4차
109 28 28 28 25

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지 않으면 안정적

어업생산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업인 스스로의 어장 및 자원의 자율

적 관리를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수산종묘방류, 어촌회관 건립, 어장관리선 구입, 돌 투석 등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42개소에 39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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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현황 〉                                                                                 (단위：개소)
계 동 구 북 구 울 주 군
21 4 9 8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 소 42 18 4 8 5 7

지원금액 3,980 2,220 360 450 450 500

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 유도하기

위하여 어류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 구입, 사용분에 대하여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다. 우리시는 2013년 4천만 원을 보조하였다.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 소 24 9 3 3 4 5

지원금액 311 123 59 49 40 40

마. 2014년 업무계획
   1)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육성사업

2014년에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을 받아 적격지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는 70∼100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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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해 5개

과정(신규어업인후계자반,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반, 수산업경영인 간부반, 맞춤형

교육, 어업인 해외연수)으로 11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32명의 어촌지도자 협의회

를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산정책 및 수산기술 보급에 최선

을 다할 것이다.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
2001년 주전어촌계를 시작으로 21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8개소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2014년에도 5개 어가에 대하여 4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동 사업을 계속 실시

할 계획이며, 향후 배합사료 사용을 적극 권장․유도하여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4) 수산동물질병 관리사업
수산동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동물 양식장 21개소에 대해 질병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에는 수산 동물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독제를 구

입․배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