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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에서 갯벌은 오래전부터 수산물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
을 획득하거나 간척을 통하여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었
다. 연안에 인접한 마을주민은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 조개, 게 등 다양
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이 ‘해택(海澤)’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사용하거나 간척을 할 수 있
는 권리를 신하에게 포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갯벌은 현대에 이르러
인구 증가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매립·간척으
로 상당한 면적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연안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
염물질은 자연적으로 정화되지 못하고 각종 어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
의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도 했다.
우리 바닷가에는 ‘어촌계’라는 지역공동체가 있어 공유자원인 갯벌
에서 개인의 남획을 예방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하게 갯벌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촌의 인구 감소, 노령화
와 같은 사회학적 변화나 환경 변화에 대해 어촌계를 통한 전통적인 갯
벌 관리방식이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
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
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하여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
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한
편, 수산물의 중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 지방
자치단체, 주민 등 행정주체별 기능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리여건의 변화
에 따라 기존의 갯벌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새로 제정된 「갯벌법」을 중심으로 그 대
안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이
론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갯벌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해양환경
과 수산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갯벌 관리와 운영 현황과
함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갯벌 관리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갯벌 거버넌스 현황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갯벌 관리 거버넌스의 한계
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갯벌 관리 거버넌스 이론과 국내외 사례, 갯벌 관
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개선방안이 향후 정부가 「갯벌법」에 따라 다양
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구체적 정책 설정과 실행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우리 원 해양연구본부의 육근형 연구
위원과 최석문 전문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최수빈 연구원, 강창우 연

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
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이사,
(사)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 PGA습지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 한
국어촌어항공단 이창근 박사,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
성진 국장, 사단법인 생태지평 장지영 처장, 연안관리기술연구소 류상
옥 대표님,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정영진 센터장, 해양환경공단 손규희
팀장, 황인서 팀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현장에서 연구진의 인
터뷰에 진실되게 응해주신 어촌계 주민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갯벌방
문객센터의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심사와 감리를 맡아 적절한 지적과 조언으
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우리 원의 류정곤 명예연구위원과 남
정호 본부장 그리고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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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리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어촌계 어장 관리 중심의 갯벌 관리 체계가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지, 또한 새로운 관리 여건이 된 「갯벌법」에 그 변화를 어
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함
-

어촌계 등 마을어장 중심의 갯벌 관리 체계에서 만(灣)과 같은 보다
넓은 범위의 권역 내 갯벌을 관리대상으로 삼아 민·관의 협력적 관
리체계 도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갯벌법」
은 물론, 마을어장과 관련한 수산 관련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방
법도 검토하고자 함

i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현장방문과 면접조사, 전문가 세미나,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해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도출함

구분
문헌연구

내용
이론연구

 자연자원 및 거버넌스 이론

사례 연구

 자연자원 관리 방식
 국내외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

현장방문 및 면접조사

 충남, 전남 등 갯벌 현장 방문
 갯벌 관리 담당자(군청, 어촌계, 지방해양수산청) 대상 면
접조사

전문가 세미나

 자연자원 이론과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전문가(6인)

연구진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토론, 교차검토

기타 분석

법제도 분석
통계 분석

 갯벌 관련 법제도 및 운영 현황
 갯벌 관리 관련 경제적, 사회적 여건

2) 연구의 특징
▸현재의 마을어장 중심 갯벌 관리 형태에서, 연안의 인구구조 변화나
갯벌의 환경적 변화,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갯벌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함
-

기존에는 마을어장 관리의 연장선에서 어촌계가 갯벌을 관리했고,
이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가 일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어장관리에 의존하던 갯벌의 지속가능
성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지에 대
해 정책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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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요
주요 연구내용

약

1

 과제명: 자연자원의 관리
와 법제 연구
 연구자(연도): 이순태
 문헌조사
(2015)
 국내외제도
 연구목적: 자연자원의
비교 분석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 제시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
및 구분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
시스템의 구성요소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

 과제명: 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법제정비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전재경  문헌조사
(2005)
 국내외제도
 연구목적: 현행 보호구역 비교 분석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보호구역 제도의 개요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국
제보전연맹의 동향
 법제 개선방안

3

 과제명: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해양보호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평가
 정책 네트워크 분석
 연구자(연도): 육근형 외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심층
 전문가 대상으로 질
(2014)
면접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적 분석을 위한 구
 연구목적: 국내 해양보
관련 사회연결망 분석
조화된 심층면접
호구역의 성과 진단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실효성
문제점 분석, 정책 대안
개선 방향 제시
모색

4

 과제명: 서해안 갯벌 매
 갯벌 매립과 어촌계  공유수면 매립의 역사
립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통사적 문  어촌계 어민의 갯벌매립
인천 갯벌과 어촌계의
헌 연구
에 대한 적응 방식
대응을 중심으로
 5개 어촌계 계장 인  갯벌관광사업과 어촌사회
 연구자(연도): 노상호
터뷰
의 대응
(2015)

주
요
선
행
연
구

iii

구분

iv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과제명: 해상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  거버넌스 이론적 측
구역 간 중복성 문제, 연계
면에서 해상에 설정
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관리 단절, 관리방식의 차
 연구자(연도): 육근형 된 다수의 보호구역
이 규명
분석
외(2016)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수
 연구목적: 해상 국립공  해외 해양 보호구역
산자원 생산의 중요성, 어
원과 해양보호구역 통 의 거버넌스 구조
촌사회의 역할, 협력적 거
합적 관리 가능성을 거 분석
버넌스의 필요성 제시
버넌스 분석에서 모색

6

 과제명: 인구소멸 시대
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연구자(연도): 박상우 외
 인구 추계 전망 및
(2018)
공간통계 분석
 연구목적: 어촌사회의
 어촌사회 및 도시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설문조사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 및 세
의 마련
미나 개최
- 어촌의 삶의 질 향상
- 젊은 세대의 어촌 유입
방안

7

 과제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위와 역할
 자율관리어업 정책 개관
에 관한 연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연 구자(연도 ): 강영웅  유사 개념 비교 및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론
(2018)
선행연구 분석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갯
 연구목적: 공유자원의
벌 관리 및 사용 권한의 적
자치관리에 있어 어업인
정성 분석
자치조직의 법적 지위

8

 과제명: Marine protected
area strategies: issues,
 보호구역 목적, 지정, 설계,
divergences and the
 문헌조사 및 선행 관리에 대한 개괄적 검토
search for middle ground
연구 분석
 상향식, 하향식 관리 접근
 연구자(연도):
Peter
법 분석 및 절충안 모색
J.S. Jones(2002)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

 어촌의 인구구조, 일자리,
공공인프라의 열악 정도
분석
 공공인프라, 일자리 확보,
지역 재생의 필요성 제시
 어촌 및 도시민 설문을 통
한 어촌 기피의 주요 원인
파악
 어촌 사회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요약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요

주요 연구내용

약

관리에 있어 절충적 접근
법의 적절성 모색

9

 과제명: From community
–based to centralised
national management
– A wrong turning for
the governance of the
 필리핀 아포섬 해양보호
m arine protected  지역민 설문조사, 구역의 관리체계 변화 분석
area in Apo Island, 심층면접, 포커스  지역민 설문 및 면접을 통
Philippines?
그룹 면접
한 관리 실효성 파악
 연구자(연도): E.J. Hind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et al.(2009)
 연구목적: 해양보호구
역 관리 거버넌스 전환
에 따른 효과 분석

 과 제 명 : Governance
strategies for a
successful marine
protected area – The
case of Torre Guaceto
 문헌조사
10  연구자(연도): D.Russi
 이해관계자 면접
(2020)
 연구목적: 해양보호구
역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 전략
제시

본 연구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태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보전과 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익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갯벌 관리의 사회경제적
포커스 그룹 면접
여건 변화, 관리상 발생하
 주요 지역 현장 간 는 문제, 습지보호지역 확
 갯벌 및 습지보호지역
담회 개최
대, 「갯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여건 및 수요 변화
 갯벌 관리 공무원, 관리 여건 변화 분석
에 따른 관리 거버넌스
전문가 그룹, 민간  정부주도 대 민간자율, 협
제시
단체, 학계 대상 개 력적 공동관리, 제3섹터
별/공동 정책 세미 등 관리 거버넌스 대안 모
나 개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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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갯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과 국내 갯벌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어장 등 이용에 치우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갯벌을 인간의 경제적 이용 대상으로서 자원뿐만이 아닌 중요한 생
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마을어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와 정부 또는
개발사업자들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활용 외에 다른 일반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도 갯벌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측면에서 갯벌 이용에 대한 권리를 공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한편, 사법적 측면에서는 갯벌 관
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지역 주민 외 다른 일반 국민에게
확대할 수 있는 이론 적용이 필요함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갯벌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지금까지 갯벌은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와 현
장에서 집행되는 각종 제도 또한 수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현행 갯벌생태계 조사는 개별 갯벌의 환경변화나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갯벌 관
리조치는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금
지행위와 차별성이 없음

vi

요약

-

최근 갯벌과 갯벌 주변 어촌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겪고

요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약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거버넌스의 이론적 틀과 우리 갯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아래 표
와 같이 크게 5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분야

구분

개선 방향
 생물상 중심의 갯벌 조사에서 벗어나, 갯벌
의 생태적 특성 평가, 환경변화의 원인 조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수산-사회
경제 정보의 생산

사(오염원 등), 사회경제적 조사와의 연계
관리 단위(만 단위)
 관리단위로 조사권역을 구분하고, 조사결
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과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
자료 가공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지역과 지역민이 활
용할 것으로 목적
갯벌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

 자원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갯벌수산생물 자원량과 MSY 추정
 전통지식과 과학적 추정치를 활용한 관리
조치의 강구(어획량, 구역, 시기 등의 조정)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정부와 지

사회적 계약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역공동체 간의 계약을 통해 갯벌환경관
환경과 자원관리에
대한 사회적 계약의 리 업무를 시행
체결
 관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관리와
감독 병행
 지역의 인적 역량, 혁신 역량 제고

권역별 어민 교육의
 관리계약 종료 이후에도 환경관리의 중
실시
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어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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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구분

개선 방향

만 단위 갯벌
관리위원회 조직

 생태권역과 행정구역을 고려한 단위갯벌
구분과 이해관계자 참여
 운영규정, 진행방식의 합의

 단위갯벌별 환경상태, 위협요인의 규명
을 위한 조사와 연구 동반
단위갯벌별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목표의 설정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
이행, 점검
 이행여부의 확인과 검토, 환류
생태교육형 갯벌
체험 활동

 기존의 채집형 체험활동에서 생태교육이
병행되는 갯벌체험 탐방으로의 전환
 만 단위 어촌특성을 연계한 공동 활용전략

교육 기반 시설 및
콘텐츠 확보

 환경교육 측면의 기반 시설의 건립(권역
별 갯벌·해양 환경(생태)교육센터 설립)
 갯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공모전 등을 활용한 갯벌별 개성 강조)

갯벌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갯벌법」의 관리구역 설정 기준, 방법 등
‘계획수립 지침안’ 마련
 갯벌관리구역 지정 권한 지자체 확대
 지자체 갯벌관리구역 조례 제정 근거

갯벌 지역민
환경관리 교육
어촌사회 및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 관계기관
교육

 어업교육 외 환경관리, 갯벌생태관광, 지
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
 지역별 순회 교육 방식
 중앙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재원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주관 시도별 공무원 교육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본 연구는 환경과 수산업 양측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실
효적인 협력적 갯벌 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갯벌의 장기적인 보전과 이용 개선에 기여 가능

viii

EXECUTIVE SUMMARY

Keun-Hyung Yook · Seok-Mun Choi ·
Ji-Yoon Kim · Su-Been Choe · Chang-Woo Kang

1. Prupose
▸The tidal flat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so far centered
on the management of fishing grounds by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According to changing social demand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tidal flats in Korea, howev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types of changes Korea’s tidal flat
management system will face and how these changes can be
reflected in the Act on Tidal Flats, which has become a new
management condition.
-

This study looks at the possibility of drawing a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by
extending the tidal flat management system, which previously
centered on community-based fishing grounds towards a larger
scope of regions including bays.

-

Furthermore, this study includes a review on a number of
methods on how to reflec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x

SUMMARY

A Study on Governance
Improvement plans
for the Management of Tidal Flats

governance of tidal flats produced by this study to the Act on
Tidal Flats as well as other fishery laws relevant to village
fisherie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Research methods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review,
on-site investigation, interview, experts’ seminar and workshop
with researchers to develop measures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tidal flats.
Classification

Literature
review

Content

Theoretical
 Theory on natural resources and governance
stud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methods
Case study  Domestic and foreign cast studies on the management
governance of natural resources

 Site visit to tidal flats in Chungnam and Jeonnam province
etc.
On-site investigation
 Interview with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and interview
tidal flats (country office,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and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perts’ seminar
Workshop with
researchers

Other
analysis

x

 Experts on the theory of natural resources and
management governance of natural resources (6 people)
 Brainstorming, discussion, cross-examination

Legal and
institutiona  Legal systems and operational status relevant to tidal flats
l analysis
Statis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related to tidal flat
analysis
management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intends to elaborate on how Korea's tidal flat
management

system

should

change

from

the

existing

management from centering on community-based fishing
ground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in coastal regions,
environmental changes in tidal flats and changes in social
demand.
-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have analyze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Korea's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and their management of fishing grounds

-

This study further presents policy measures for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tidal flats, which have been relied on the
management of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Category

Maj
or
pre
ced
ing
stu
die
s

1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Study name:
Research on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Literature review
Resources
 Comparative
 Researcher (year):
analysis on
Lee Soon-tae (2015)
domestic and
 Purpose: Proposing
foreign systems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egal
system so as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Major content
 Current statut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resources under the
current statutes
 Components consisting
the current statut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resources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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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ature

Category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wise use of natural
resources

xii

Major content
 Plans for improving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2

 Study name: A Study
of Alteration of
Management Model
upon Protected Areas
in Korea
 Researcher (year):
 Literature review
Chun Jae-kyung (2005)  Comparative
 Purpose: Proposing
analysis on
legal improvement
domestic and
measures in
foreign systems
preparation for a new
paradigm change on
the management of
the current Protected
Areas

3

 Study name: The
Measures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Assessment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Analysis on policy effectiveness of MPA
(MPA) through Policy
networks
management
Network Analysis
 Structured
 Analysis on social
 Researcher (year):
in-depth
networks relevant to
Yook Keun-hyung et
interview for
MPAs through policy
al. (2014)
conducting
network models and
 Purpose: Diagnosing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the outcome of
analysis targeting  Direction for improving
marine protected
experts
the effectiveness of
areas in Korea,
MPA management
analyzing problems
and seeking policy
measures

 Overview of Protected
Area system
 Legal grounds and
operational status
 Legislation cases of
major countries an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Pla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EXECUTIVE SUMMARY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jor content

4

 Study name: Everyday  Synthetic analysis
Politics of Reclaiming
of literature in
 History of public water
Mud Flats in West
regards to tidal flat reclamation
 Fishermen’ methods for
Coast of South Korea: reclamation and
A Historical
fishing village
adapting to tidal flat
reclamation
Anthropology of Five
cooperatives
Fishermen’s Unions in  Interview with 5  Tidal flat tourism
chiefs of fishing
projects and response of
Incheon
fishing communities
 Researcher (year): Ro village
cooperatives
Sang-ho (2015)

5

 Study name: A Study
on Integrated
 Problems of redundancy
Management
 Analysis of a
between areas of MPA
Framework of National
number of marine and national parks,
Parks and Marine
protected areas
severance of connected
Protected Areas
designated at sea management, and
 Researcher (year):
from the
difference of
Yook Keun-hyung et
theoretical
management methods
al. (2016)
 Importance of fishery
perspective of
 Purpose: Exploring
governance
resource production in
the possibility of
regards to the
 Analysis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overnance
management for
structure in
protected areas, roles of
national marine parks
fishing communities and
overseas marine
and marine protected
the necessity of
protected areas
areas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analysis of
governance

6

 Study name: A Study  Population
 Analysis of population
on Social Strategy in
projection and
composition of fishing
Fishing Community
analysis on spatial communities, jobs and
against Age of
statistics
poor conditions of public
Demographic
 Survey on fishing
infrastructure
Extinction
communities and  Necessity for securing
 Researcher (year):
urban residents
public infrastructure,
Park Sang-woo (2018)  Consultation with
jobs and regional

xiii

SUMMARY

Category

Category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Purpose: Preparing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for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communities
 -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fishing
communities
 - Strategy to induce
the inflow of young
people

xiv

Method

Major content

experts and
holding seminars

restoration
 Major causes for
avoiding fishing
communities through a
survey targeting fishing
village and urban
residents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communities

7

 Study name: The
 Overview of policies
Status and Role of
related to
Self-Management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fishery
Focusing on Legal
 Theory on the status and
perspective
 Comparison of
roles of
 Researcher (year):
self-management
similar concepts
Kang Young-woong
and analysis of
fishery community
(2018)
preceding studies  Analysis of suitability on
 Purpose: Studying the
the management and
legal status of
utilization rights
fishermen in regards
surrounding tidal flats of
to the autonomous
self-management
management of
fishery community
common resources

8

 Study name: Marine
protected area
strategies: issues,
divergences and the
search for middle
ground
 Researcher (year):
Peter J.S.

 General review on the
purpose, designation,
design and management
 Literature review
of protected areas
and analysis of
 Analysis on top-down
preceding studies
and bottom-up
management methods
and seeking

EXECUTIVE SUMMARY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Jones(2002)
 Purpose: Analyzing
the suitability of
compromising
approach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MPA

9

SUMMARY

Category

 Study name: “From
community-based to
centralised national
management – A
wrong turning for the
governance of the
 Survey on local
marine protected area
residents,
in Apo Island,
in-depth
Philippines?”
interview, focus
 Researcher (year):
group interview
E.J. Hind et al. (2009)
 Purpose: Analyzing
the effects according
to changing
governance of MPA
management

 Study name:
Governance
strategies for a
successful marine
protected area – The
case of Torre
 Literature review
10 Guaceto”
 Interview with
 Researcher (year):
stakeholders
D.Russi (2020)
 Purpose: Proposing
successful
governance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Major content

compromise measures

 Analysis of change in
management system of
Apo Island marine
protected area in the
Philippines
 Effectiveness of
management based on
survey and interview
with local residents
 Strategy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Analysis on the
ecological and economic
impact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Analysis on the
governance strategy for
creating local benefits
based on the
preservation use of
marine protected areas

xv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Category

Purpose

Method

Major content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and Focus
group interview
 Holding a meeting
in major regions
 Holding an
individual/joint
policy seminar
targeting public
officials, experts’
groups.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academic
circle in charge of
tidal flat
management

 Analysis on the change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idal flat
management, problems
arising during the
management process,
and changing conditions
for the management
following the expansion
of wetland protected
areas and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idal Flats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governance including
the government-driven
vs. private autonomy,
cooperative joi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e 3rd
sector etc.

and use of marine
protected areas

This
study

 Proposing a
management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changing conditions
and demands for the
management of tidal
flat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3. Results
1) Summar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idal flats, while adjusting the imbalance in regards to the
xvi

EXECUTIVE SUMMARY

been traditionally used as fishing grounds.
-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idal flats as not only a subject for
economic use but as a natural resource taking part in the
functioning of the ecosystem.

-

Tidal flats have allowed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o catch and
collect

fishery products

community-based

fishing

that

have the authority over

opera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land developers have utilized land created
through land reclamation projects by reclaiming public waters.
Besides these entities, the general public and the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enjoy the benefits
that tidal flats bring.
-

For this purpose, the rights surrounding the use of tidal flats
should be rearr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in order
to serve public interest. From a judicial viewpoint, it is necessary
to apply a theory, which allows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extend to other ordinary citizens, not limited to local residents,
in a lawsuit related to tidal flats.

▸The establishment of a new form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managing tidal flats is necessary, allowing regions and the
government to work together.
-

Primarily focusing on the value of fishing grounds, tidal flats,
their legal grounds as well as a variety of relevant systems
executed in the field have been a focal point of the fishery
industry.

xvii

SUMMARY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idal flats in Korea which have

-

Moreover, the current National Survey on the Tidal Flat
Ecosystem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environmental changes
in individual tidal flat or their causes. Specific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idal flats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Wetland
Protected Areas are not different from a similar level of
prohibited activities applied in accordance with laws relevant
to public waters.

-

Recently, tidal flats and surrounding fishing villages are going
through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hich
require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overnance
and the present status of Korea’s tidal flat management, the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in the following
5 perspectives;
Area

Classification

Improvement measure

 Estimat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idal flats, investigate causes of
environmental change (source of
Production of
pollution etc.) while moving apart from
Production of
ecological and
a biology-oriented survey, and connect
ecology/environment
environmental
the result with social and economic
– fishery – social/
information per
surveys.
economic information
unit of
 Separate areas for survey at the level of
for the management
management (bay management and conduct data
of tidal flats
processing to enhance local residents’
unit)
understanding on the result of the
survey.
 Set the goal of conducting status

xviii

EXECUTIVE SUMMARY

Classification

Improvement measure
survey on tidal flats as the utilization by
regions and local residents

 Estimate the amount of marine species
in major tidal flats as well as MSY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resourc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amount of major
 Develop management measures by
fishery resources
utilizing conventional knowledge and
per tidal flats
scientific estimation (adjustment of
catch of fish, fishing grounds and
periods)
 Carry out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idal
Signing of social
flats by signing the contract between
contracts in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regards to
such as the Convention on (Marine)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Diversity
resource
Environmental and
 Simultaneously conduct management
management
resource
and supervision for earnest compliance
management by local
with management contracts
communities based
 Improve the human capacity and
on social contracts
innovation capacity in regions
Training of
 Conduct training for fishermen to allow
fishermen by
th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g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management
agreements
 Classify unit tidal flat considering
Formulation of tidal ecological regions and administrative
flat management
zones and the participation of
Establishment of
committee at the
stakeholders
Tidal Flat
unit of bay
 Agree on operational regulations and
Management
processing methods
Committee at the unit
of bay
Establishment,  Simultaneously carry out research and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nvestigation to identify environmental
status and threatening factors per unit

xix

SUMMARY

Area

Area

Classification

Improvement measure

of tidal flats
management plans  Establish managerial goals
per each unit of  Allocate roles among participants
tidal flat
 Check the implementation status,
review and feedback
 Change from existing experience
Tidal flat
activities centering on harvesting
towards tidal flat experience activities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in the form of ecological education
form of ecological  Develop a joint utilization strategy by
education
connecting with features of fishing
villages at the unit of bay

Expansion of
ecological services
through tidal flats

Capacity building
training for fish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xx

Acquisition of
education-based
facilities and
contents

 Build infrastructural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ducation (Construction of tidal flat /
marine environmental (ecological)
education center by region)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idal flat (highlighting the unique
features per tidal flats utilizing public
contest et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idal flat
management
zones

 Stipulate the standards for designating
management zones within the Act on
Tidal Flats
 Develop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plan for tidal flat
management zones
 Legislate the ordinance of tidal flat
management zones for autonomous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for tidal
flat residents

 In addition to fishing education,
educ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tidal flat ecological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ducation tour by region

EXECUTIVE SUMMARY

Classification

Improvement measure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s,
Regional of
Oceans and
Fisheries, and
Suhyup etc.

 Plann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program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by cities
and provinces organized by the
Regional of Oceans and Fisherie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Taking a comprehensive perspective encompassing the environment
and the fishery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both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management of
tidal flats in Korea, which will contribute to long-term
preservation and improved utilization of tidal flats.

xxi

SUMMAR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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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갯벌 이용과 관리의 역사적 흐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해택(海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국립국
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으로 해설하며, 동의어로 갯
벌을 말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해택 중 ‘택’이라는 한자가 못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바닷가 물이 드나드는 얕은 곳을 해택이라 표기
하고 갯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록에서 해택이라
는 단어는 단순히 갯벌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많은 경우1)2) 왕
1)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9월 3일 계사 2번째 기사(드디어 이명덕의 직임을 파면시키다)에 따르면,
“~도의 아버지 권근(權近)이 평택현의 해택(海澤)을 받아 방죽을 쌓고 전답(田畓)을 만들고~”
2)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25일 무신 2번째 기사(전라도 관찰사가 비바람의 재변이 있었다는
장계를 올리다)에 따르면, “무안(務安)에서는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바닷물이 넘쳤으므로 해택(海澤)
의 전답에 있는 곡식싹이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1

이 신하에게 갯벌의 일정 구역을 정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
는 형태로도 등장한다.3)4) 대개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포상의 일종
이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성종이 채의형이라는 사람의 해택(海
澤)을 묻는 장면5)이 나온다. 여기서 해택의 기한이 10년으로 언급된
다. 성종실록에서 신하인 민효간에게 부여된 해택을 다시 공공으로
돌린다는 의미의 ‘속공(屬公)’하여야 한다는 표현6)이 나오는데, 이런
언급을 볼 때 해택은 단순히 갯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기
서 산물을 얻거나 간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에 갯벌을 해택으로 보고 간척을 통해 개간해 이용했는
데, 이미 이런 방식의 갯벌 이용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된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 왕조가 도성을 강화도로 천도하였을 고려 왕
조는 해상 방어를 목적으로 연안 제방을 쌓았고, 이후 항몽(抗蒙) 기
간 식량 생산을 위하여 갈대섬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도 했다.7)

3) 조선왕조실록 중 해택으로 검색된 많은 부분에서 해택은 갯벌을 의미하나 주로 농지로 개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4) 김주창(2009), pp. 21~23.
5)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8번째 기사(우승지 유권에게 채의형의 간석지에 대한 일을
물어보다)에 따르면, “채의형이 입안(立案)을 받은 지가 이미 연한(年限)이 지났는데, 절도사(節度
使) 홍흥조(洪興祖)가 군인(軍人)을 부려서 이를 막았습니다. 무릇 해택(海澤)은 10년을 기한으로
삼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16년을 지났기 때문에 채의형이 얻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적고
있음.
6)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7일 무자 5번째 기사(사헌부에서 행 호군 민효간·옥구 현감 양인백이
사사로이 군사를 동원한 사실을 논하다)에 따르면,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민효간(閔孝幹)이 일찍이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밭[田]을 경영
하고자 하여, 옥구 현감(沃溝縣監) 양인백(楊仁伯)에게 역사(役事)할 군인 1백 명을 뽑아 주기를 청
하여 해택(海澤)535) 을 막은 죄와, 양인백이 민효간의 청을 들어 군사를 뽑아 준 죄는 비록 사유(赦
宥)를 지났다 하더라도 범한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오로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민효간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양인백을 파직시키고, 해택은 속공(屬公)하게 하소서."라고 적고 있음.
7) 국가기록원 누리집(검색일: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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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대한 이용은 근현대 사회로 이어지면서 앞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토지 조성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일
제 강점기에는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간척이 이루어졌고, 광복 후
에도 역시 식량 증산의 목적으로 소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8)
이처럼 갯벌은 과거 간척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많은 갯벌이 농지
로 바뀌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1994년 문화방송의 다큐멘터리 ‘갯벌
은 살아있다’가 방송되면서 갯벌이 다양한 생명의 보고이자 어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생산의 공간이라는 점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대상 다큐멘터리 TV부문 최우수상을 수
상하는 등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높았지만,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같은 해 시화호에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화호 안의 바
닷물을 빼고 담수를 들이는 담수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시화호의 수질은 심하게 나빠졌고, 시화호는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까지 불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9) 이후 수질 관리가 한계 상
황에 이르자 시화호 내의 오염된 담수를 바다에 방류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고, 이는 갯벌의 간척과 매립을 통한
토지 개발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뒤이어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도 문제가 되었다. 건설 당시 세계에
서 가장 긴 33.9㎞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간척 토지 291㎢, 호수(새
만금호) 118㎢를 조성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두고서도 환경 보전론
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2019), p. 200.
9) 199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시화호는 환경시설 없이 방조제를 축조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무원 14명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이 제출되기도 했음(서울신문, 검색일 :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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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개발론자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었
다. 우여곡절 끝에 1998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기는 하였으나 여
전히 농지 개발의 당위성이나 손실된 갯벌의 가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달성 가능성 등에 관한 의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후 방조제
내부 조성토지에 대한 순차적 개발 등 개발방식에 타협점을 찾기는
했으나, 이 일을 계기로 갯벌 간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이 늘
어나고 간척의 타당성이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새만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을 주목하게 된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로
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5년 발효되었다.10) 우리나라는
1997년 협약에 가입11)하면서 101번째 가입국이 되었는데, 일본이
1980년, 중국이 1992년 가입한 것에 비추어 봐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 가입 이후 1999년에는 람사르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성격인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
안습지로 구분하고,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륙습지는 환경
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습지보전법」은 주요 정책수단인 ‘습지
보호지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습지를 별도로 지정해 관
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안습지도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13
개소에 총 면적 1,421.65㎢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8년 기준 갯벌 전체면적이 2,482㎢임에 비교하면 전체 갯벌의

10) 람사르협약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15.)
11) 람사르협약 홈페이지, ｢국가 현황 자료｣(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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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수준이다.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이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갯벌에서
는 특별한 관리수단이 없는 점12)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13)되면서 갯
벌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14)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갯벌의
생태는 물론 수산물의 생산지로서의 가치, 교육과 관광의 공간으로
서의 중요성 등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
다.15) 특히 법률적으로 최초로 갯벌을 정의하면서 기존 연안습지와
같이 조간대에 위치한다는 수리적 특징에 더해 ‘평평하다’는 지형적
특징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갯벌 관리와 이용의 원칙을 제시
하고,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실태조
사를 비롯하여 갯벌관리구역을 정해 용도별로 갯벌을 관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갯벌생태관광 진흥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갯벌법」에서 갯벌을 정의할 때 만조와 간조와 같은 조차 외
에도 평평하다는 지형적 조건이 들어간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서 습지는 “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중 연안습
12) 육근형(2013), p. 483.
13) 해양환경관리공단(2016), p. 161
14) 육근형(2017), p. 7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동 법률의 제정 이유는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
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산물의 중요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場)으
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검색일 :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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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의 지역”이라는 조건으로 정의했지만,
「갯벌법」에서는 “평평한 지역”이라는 지형적 조건을 추가하였다. ‘평
평하다’에 대해 경사도를 제시하거나 하는 기준을 법에서 구체화하
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평하다는 조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갯벌에서는 간조 시에 물이 빠져도 퇴적물 사이에
해수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필요하다. 간조 상태에서도
퇴적물 사이에 해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패류나 연체동물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형적 조건을 포함함으로써 갯벌의 수환경적
특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갯벌생물이 간조 시에도 살 수 있는 서
식 조건이 제공된다.
「갯벌법」은 기존 「습지보전법」이 습지의 생태를 보호하는 보전주
의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던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전통적
으로 수산물 생산의 중요한 공간이자, 최근에는 체험이나 생태교육
의 공간,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갯벌법」에 반영된 다양한 정책수단이 법률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향후 갯벌의 관리나 복원
의 성패가 이 법률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공유재로서 갯벌
우리 역사에서 갯벌은 인근 지역민들이 수산물과 같은 먹거리를 얻
거나, 대규모 농지개발을 위해 간척,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갯벌이 개인의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
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갯벌이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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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개럿 하딘이 주장
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기도 하다.16) 하딘은 공유
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이용자
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둘째, 공유지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용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하딘의 공유지 비극 발생의 전제 조건을 갯벌에 적용시켜 보면 어
느 곳보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 갯벌임을 알 수 있
다. 우선 이용자가 갯벌에서 생물을 채취하여 먹을거리를 구하려는
행동은 제도적으로 개인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행동
에 해당한다. 이용하기에 충분히 훌륭한 산물이 갯벌에 존재하기 때
문이다. 더욱이 갯벌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현장에 관리 조직이 없는
상태라면 어느 곳에서건 선박 등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갯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이다. 또한 갯벌생물의 성장
을 위해 특별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저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채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의 이익이 채취에 드는 비용을 상
회하기 쉽다. 이런 특징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갯벌이 ‘공유지의
비극’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관리되어 온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
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갯벌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지 않은 것
에 대한 개략적인 해답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갯벌에 인접한 마을
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어촌계 때문일 것이다.17) 전후 황폐화
된 국토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안 지역, 특히 갯벌이 있는 연안에
16) Hardin(1968), p. 1243.
17) 강석규(2019)에서는 오스트롬의 8개 원리에 기초해서 전국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개별평가를 실
시하였고, 이 결과 24개 어촌계를 우수어촌계로 선정하였음. 일부 어촌계에서 8개 원리 중 일부 원리
가 다소 부족해 평가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우수어촌계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대다수의 어촌계
에서 오스트롬의 공동체 관리를 위해 제시된 원리가 원활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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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촌계18)가 어촌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했다. 어촌계는 법률적으
로 1962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장
의 공동이용을 기반으로 ‘공동생산’과 생산물의 ‘공동출하’,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어장관리에 관한 집단적 활동’을 수행19)한다. 특히
마을 앞에 갯벌이 발달한 어촌사회의 경우 갯벌에서 개인의 남획을
예방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즉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갯벌을 유지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어촌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의 기원을 고려시대 이후 성행했던 계의 정신에서 시작했다
고 보고, 이를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조직형태로 발전한 것20)으로 해
석하는 것도 이러한 공동 생산과 출하와 같은 관리 방식, 남획에 대
한 자율적인 관리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갯벌을 활용한 어장은 공동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
다. 갯벌에서는 대개 마을어업과 일부 양식면허를 받은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데,21) 특히 마을어업은 법률적으로 해당지역 거주 어업
인, 특히 어촌계 등에만 면허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22) 마을이라는
취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어업과 이를 관리하는 공동체 조직
인 어촌계를 통해 갯벌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출하하도록 법
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갯벌에 대한 공동체 관리가 보다 강력하
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 관리는 자원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18) 어촌계는 1962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이 행
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한 조직.
19) 장수호(1979), p. 1.
20) 위의 논문, p. 3.
21) 마창모 외(2017), p. 12.
22) 마을어업이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6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
하는 어업”으로,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협에만 면허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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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져 왔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23)를
쓴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자원 문제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국가 또는 시장 중심의 접근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가 자치적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공유
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특
징들을, 이른바 여덟 가지 제도 ‘디자인의 원리(design principle)’라
고 명명하였다. 이후 오스트롬 교수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연
설에서 ‘최선의 실행양식들(best practices)’이라고 고쳐 말했다24)고
는 하지만, 적어도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특징
을 여러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그가 주장하는 디자인의 원리 내지 실행양식에 들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공유자원의 물리적 경계’가 분명해야 하며, 규칙
제정에 있어 ‘자율성’이 있고, 갈등해결 장치의 확보, ‘감시활동’과 이
에 따른 ‘점증적인 제재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갯벌에 견주어 보면 이웃한 어촌계와 과거 ‘지선’25)이
라는 일종의 경계로 구역을 구분하고, 어촌계 내부에서 정관 또는 어
장관리규약26)을 수립해서 공동생산과 출하,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 어촌계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정기적으로 계장의 선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을 앞에서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갯벌에서 허락
받지 않은 개인의 채취활동이 통제된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27)
23)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안도경 번역(2010), p. 400.
24) 위의 책, p. 120.
25) 과거 수산업법에서 마을어업의 경계를 나누는 데 활용한 개념으로 현재 마을어업 관리가 정착된 이
후에는 수산업법에는 지선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
26)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
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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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어촌계가 오스트롬 교수가 주목한 공동체 관리라는 이론적
틀에서 처음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갯벌과 어촌계 사이에 형성된 관
리방식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확인되는 공유자원에 대한 공동체 관
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가 어촌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우리
나라의 농촌과 어촌은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박상우 외
(2018, p. iv, 75)에 따르면 어촌(읍·면) 기준 고령화율은 32.5%로 도
시지역 13.6%의 배에 달하는 반면,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7.9%로
도시의 12.4%에 비해 낮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로 만
든 ‘지역소멸 위험지수’에서도 어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위험도
가 높은 상황으로 고위험(<0.2) 지역이 2015년 기준으로 31.1%로 여
타 다른 지역28)에 비해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45년에는
8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갯벌의 관리가 대개 어촌 지역사회, 특히 어촌계의 마을어장 관리
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향후 어촌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 없이 노령화
된 인구 구조가 지속된다면 어촌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갯벌 관리
의 지속가능성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갯벌의 전통적인 관리방식이 지역공동체의 축소,
내지 관리능력 약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27)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를 보면,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어촌계 계원이 행사하게 하며, 같은법 제38조(어장관리규약)
에 따라 어촌계는 어업권 행사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제40조(입어 등의 제한)를 통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제102조(과태료)를 통해 이에 대한 준수
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28) 도시지역 평균은 1.21, 농촌지역 0.34임에 비해 어촌지역(읍면)은 평균 0.303, 섬지역 0.234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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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갯벌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갯
벌을 둘러싼 사회적 수요와 관리여건은 앞서 갯벌 이용과 관리의 연
혁에서 간략히 살펴봤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졌다.
갯벌과 관련된 법제도 역시 사회적인 수요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변화했다. 갯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도 최근 제
정되었다. 관리여건과 사회적 수요, 그리고 정책적 대응은 진화적 과
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갯벌 관리 체계 또는 관
리방식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지, 또한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특히 새로운 제도적 관리 여건이 된 「갯벌
법」에 어떻게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때로는
기존 법률의 체계를 벗어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갯벌에 나타나는 변화와 대안에 대한 검토는 갯벌을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공간’, ‘주체’, ‘방법’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자 한다. 우선 관리하는 갯벌의 범위, 공간에 관한 건이다. 지금까지
우리 갯벌은 지역사회의 어촌계 등이 마을어업이라는 면허를 얻은
갯벌의 어장에서 수산물을 생산해 삶의 터전으로 관리해왔다. 역사
적으로는 인접한 마을의 관리를 받는데 과거 ‘지선어업(地先漁業)’으
로 불리며 갯벌에 인접한 마을29)이 갯벌을 어장으로 관리했던 방식
에 기초한다.30) 일본의 어업법 성립 과정을 분석한 연구31)에서 언급
29) 지선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한 송정헌(2010, p. 54)에서는 지선어장, 지선어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육지에 접한 어
장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30)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어촌계의 성립 이전부터 마을 해안가 앞 어장 즉 지선어장(地先
漁場)은 인접마을에 의해 대대로 이용되어 온 마을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구한말이던 1908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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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선어장 지원주의(地先漁場 地元主義)’에 기원을 두는데, 바로
갯벌에 형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육지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
는 지역민이 권리를 갖고 관리한다는 원리이다. 우리 역시 관련 법제
의 정비 과정에서 지선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마을어업으로
고쳐서 불렀고, 인접한 마을의 어촌계가 갯벌의 마을어장을 관리하
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어장 관리의 측면에서는 유효한 접근이
나, 어장이라는 공간적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물리적, 생태적으로 유
사한 특성을 지닌 갯벌 생태계로서 갯벌을 인식하고 개별 어장보다
넓은 범위의 만(灣)처럼 생태적 유사성이 높은 해역 단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갯벌을 관리하는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갯벌은 법률적으로도 공유수면으로 칭하는 공유지이다. 갯벌을 공공
의 소유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갯벌을 어장으로 이용하던 어촌계가
관리해왔다. 해양 전체를 관할하고 계획하는 중앙정부나 영해에 대
한 해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갯벌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살펴보되, 기존의 어촌계의 관리와 조화할 수 있
는지, 그리고 양자 사이에 나타나는 관리의 장점이나 단점, 각각이
갖는 관리상 한계를 살펴보고 상호 보완이 가능한지, 특히 민과 관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갯벌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담고
자 했다.

29호로「어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근대적 법률의
시초입니다. (중략) 이에 따라 관행으로 내려오던 촌락공동체의 지선어장 이용 관련 권리들은 어업
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즉, 지선어장의 이용을 영위하던 어업단체, 즉 어촌마을에 어업권을 부
여함으로써 어촌주민들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마을 앞바다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로 지선어장을 소개하고 있음.
31) 오창현(201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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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갯벌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어촌계에 의한 어장 관리,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을 통한 사업 관리방식에서 나아가 갯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어떻
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갯벌의
이용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레저활동의 하나로 즐기기 시작한 해루질
이나, 외래종으로 갯벌에 침입하여 번성하기 시작한 ‘갯끈풀’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검토할 시점이다.
그러나 갯벌 관리와 관련한 공간, 주체, 방법은 상호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어촌계가 개별적인 마을어장을 관리했던 방
식이 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관리역량이 낮아지고, 해역 내 다른
활동과의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관리, 민과 관의 협력적 관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갯벌생태계에 대한 평가기법나
갯벌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어장에
서 공동생산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 수산물 생산 외 다른 임무, 예를
들어 환경관리 등의 임무를 부가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여부 등도 공
간과 주체, 방식의 측면에서 모두 얽혀 있는 주제들이다.
또한 어촌계 외에도 갯벌과 관련한 행정조직인 기초지자체나 지방
해양수산청의 역할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갯벌 관리 여건에서 이들
의 역할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갯벌
관리의 여건이 인구구조나 환경조건, 사회적 수요 등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관리체제를 보다 큰 시각의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관련된 관리조직이나 제도, 사람이
변화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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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우선 갯벌을 공유수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일종으로
보고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특히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이론연
구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양 자원은 물론 산림이나 하
천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버넌스 사례와 그 특징을 상세하게 살
펴봄으로써 갯벌 관리 거버넌스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즉 공동체에 의한 자
율적인 관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이론적 측
면에서 살펴보되, 최근 갯벌 인접 어촌사회가 겪는 인구구조적 변화
와 갯벌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 법제도적인 여건의 변화 등
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갯벌 관리 거버넌스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향후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날지도
전망할 수 있다. 갯벌 관리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제를 타개할 수 있
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약화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대신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갯벌을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행위 내지 간과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제도나 기술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민은 갯벌 관
리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장에서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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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갯벌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동안 갯벌
이 자연자원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연자원 관리를 해석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살
펴보기 위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 또는 보다 넓은 개념에서 거버넌스는 연구에
따라 접근에 차이가 있겠으나,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갯벌 관리 내지 거버넌스가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확
인하였다. 단지 이론적인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갯벌 외에도 산림,
하천관리에서 등장하는 현장의 관리 사례를 문헌연구는 물론 현장방
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그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 다른 연구의 방법으로 갯벌에 접한 어촌사회, 연안지역의 인구
구조의 변화도 통계자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인
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와 병
행하여 어촌계 등의 경제적 상황도 갯벌어업의 생산액 등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안지역에서 나타나
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보는 동시에 지역별 편차도 확인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지역 간의 비교도 가능하였다.
이 연구는 갯벌의 관리체계,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는지, 또 그 문제가 향후 확대된다면 어떤 정책 개선방안이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필요할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갯벌 관리
와 관련된 지역민이나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관련 정
책 담당자, 산하기관의 현장 실행조직의 담당자 등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갯벌어업에 의존도가 높은 전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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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역이나, 이와는 다른 여건의 경기·충남권 1개 지역 등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구조화된 설문을 준비하고 이
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 그룹
별로 설문에 대한 답변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찾아내었으며, 사회경
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른 거버넌스의 문제 내지 지역에서 겪는 어려
움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공유재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일반적으로 공유재(common property resource)는 ‘배제불가능성
(non-excludability)’32)과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33)을 갖고 있
어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공유재 관리가 실패하는,
이른바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에 처하고 만다.34)
합리적인 개인들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 개별
사용자들은 최대한 많은 양의 공유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공유재의 사용이 늘어나면 날수록 공유
재의 편익이 떨어져 결국 공유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공
유재의 붕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32) 다수의 개별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특성을 말함.
33)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말함.
34) 이명석(2006), p. 254, 재인용: Hardin(1968), p.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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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유재 문제는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공유재에 사
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안되었다.35) 정부에 의
한 공유재 통제는 공유재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확립하고 공유재의
관리와 사용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공유재 관리는 정부 관료제가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
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공유재 관리에 필요한 지역의 정보, 지역
의 규범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공유재가
잘못 관리된다고 하여도 여기에 대해 정부나 관료가 실질적인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공유재 관리가 실패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36)
이와 달리 공유재에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유재와 관련된 정보의 불완전성,
부적절한 소유권 규정, 타인의 공유재 사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공유
재의 특성 등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37)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오스 교수38)는 공유재나
환경이라는 것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구가 원활하
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이
나 공유재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개개인에게 환경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시장기구가 형성
되고 환경권을 확보한 이해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쫓아서 타협에
이르게 되는,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최적의 적정오염수준을 합의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오스 교수의 주장은 환경권 설정의 대상

35) 위의 책, p. 256.
36) 위의 책, p.260.
37) 위의 책 , p.260.
38) Coase, R.H(1960), p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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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이나 공유재가 되는 경우 여기에 권리를 설정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 간에 타협을 통해 적정오염수
준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정보의 구득이나 불완전성, 거래비용의 문
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9) 또
한 이와 같은 권리의 설정이 공유지에 이루어질 경우 불로소득 발생
의 문제도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권리를 어느 누구에게 인정한다는
것은 공유지가 갖고 있는 개방성을 제한하여 권리를 인정받은 이들
에게 특권을 주는 셈이고, 결국 이런 특권을 얻기 위한 경쟁인 ‘지대
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40)
공유재 관리를 위해 정부의 직접 규제나 개인에 대한 소유권 인정
과 같은 접근방식을 갯벌을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앞서 선
행연구의 의미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갯벌
관리를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 갯벌의 이용방식이나 갯벌 수산물의
수확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전히 갯벌에 인
접한 지역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겠지만 그 채취량이나 방
식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정부에서 나온 관리 또는 정부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
은 규제의 준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제를 집행하기 위
한 관리나 대리인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나 대리인이 갯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목표의식이나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는 꾸준하게 피규제
대상인 어민을 강도 있게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규제 집행에 피로도
가 쌓이면서 관리자와 피규제 어민 간의 전략적 담합이 발생하여 관
리를 느슨하게 하거나 때로는 관리를 방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관리
39) 이정전(2000), p. 218.
40) 김윤상(2010), p.8. 재인용: Krueger(1974)

18

제 1 장 서론

자가 휴일이나 밤낮 없이 갯벌을 지키고 서 있지 않은 이상 지역민들
이 관리자의 눈을 피해 규제를 회피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인들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공유재의 특징이 갯벌에서도 그대
로 유지되고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관리 역시 비용의 문제나
규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쉽지 않다.
한편 앞서 공공재 관리의 두 축에서 살펴본 것처럼 갯벌에 개인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부여하고, 권리를 갖게 된 이들이 갯벌을 관리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갯벌에서 수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면적으로 나누어 제한된 인원에게 배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누구에게 그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누구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하고 권리를 받지 못한 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모두가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 수 있
을 수 있을까 역시 회의적이다. 그리고 정해진 갯벌에서 어느 정도
크기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부
여된 권리에 기간을 특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문제이다. 한정된 기
간이라면 먼저 권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
안 최대한 갯벌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뒤에 이용권을
받는 사람에게는 황폐한 갯벌만이 남겨질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준을
통해 개인에게 권리를 준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권
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비용을 갯벌에 투입하지 않아도 갯벌에
서 생산된 자연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대가 특권적으로 주어
지는 셈이다. 권리를 받지 못한 자들 중에는 갯벌의 개방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갯벌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불법행위
를 막기 위해 권리를 받은 이들은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갯
벌에 부여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할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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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앞서 정부의 실패에서도 봤듯 공유재의 개방성 때문에 높은
관리비용을 치러야 하고, 결국 갯벌에서 얻은 이익을 쉽게 초과하게
된다. 권리 침해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어도 합법적으로 갯벌
에 대한 이용권리, 즉 특권에 대한 추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처음에 권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권리를 부여
받는 과정을 공격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권리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사회적 갈등
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 되고 만다.
공유재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앞서 정
부의 규제에 의한 방식, 시장기구에 의한 방식이 검토되었지만, 1990
년 이후 오스트롬이 공유재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 관리
하는 방식을 다양한 실증사례를 통해 종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
다.41) 공유재에 대한 공동체 관리에 관한 다양한 실증사례를 연구하
면서 그는 공유재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특징을 제도 설계의 원칙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서론
에서 제도 설계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이용경계의 명확화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공식적 보장까지 공유재 관리
제도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언급해주었다. 더욱이 Becker
and Ostrom(1995)에서는 공유제 문제의 해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정 형태의 공유제 관리제도’는 존재하지 않으
며, 결국 각각의 공유재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혼합하
여 창의적으로 공유재 관리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도 했다.42)

41) 이명석(1995), p. 1292.
42) 이명석(2006),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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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의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전재경(2005)은 국내 보호구역의 법적 근거와 운영실태를 파악하
고,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논의 동향을 비교·분
석하여 현행 보호구역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법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43) 특히 연안·해양 부문에서 현황 및 법적 과
제,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갯벌
공간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법률 체계를 검토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갯벌뿐만 아니라 보호해야할 다른
해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관리 제도 개선방안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순태(2015)는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 설명과 유형을 구
분하고,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시스템의 구성요소 분석과 자연자
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자연자원의 관리
와 이용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44) 이 연구는 갯벌을 포
함한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관리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기존의 국제
적으로 논의되었던 관리 방식을 종합·정리하여 자연자원의 관리 법
제도와 관리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동 연
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
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주제인 갯벌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세
부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43) 전재경(2005), pp. 5~187.
44) 이순태(2015), pp.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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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J.S. Jones(2002)는 해양보호구역의 목적, 지정, 설계, 관리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 측면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을 분석
하여 공동관리 개념의 절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J.
Hind et al.(2009)는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관리되던 보호구역이 중앙
정부 주도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지역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해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실질적 관
리 효과를 검토하였다. D. Russi(2020)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의 생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공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해외에서 해양의 자연자원에 대
한 접근은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해양보호구역이라는 공간
적, 제도적 대상에 대해 어떻게 관리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 여
기에 정부의 개입이나 지역민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
과적일지에 대한 고찰을 주로 담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논의
들은 크게 두 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해양보호구역 등이 설정
된 개별 사례 지역에서 거버넌스에 따라 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어
떻게 운영되고 그 관리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한 축을 이룬다. 또 다른 하나는 공유재 관리 방식에 대한 보다 이론
적 연구로서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장의 개입, 그리고 지역
사회 내지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관리가 갖는 장단점과 제도에 대한
설계 원칙 등을 논하고 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연안의 지역사회가 마을어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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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갯벌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확인할 수
는 없었다. 일부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촌계가 갖는 제도적 성격과 이
를 통한 어장관리를 살펴보고 있지만, 어촌계를 비롯한 연안의 지역
사회가 인구구조의 변화로 쇠퇴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지
역사회의 관리에 의존하던 갯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의 인구구조 변화나 갯벌의 환경적 변화, 사회적 수요에 따라 갯
벌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점에서 앞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자연자원의 관리
와 법제 연구
 연구자(연도): 이순태
 문헌조사
(2015)
 국내외제도
 연구목적: 자연자원의
비교 분석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 제시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
및 구분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
시스템의 구성요소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

 과제명: 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법제정비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전재경  문헌조사
(2005)
 국내외제도
 연구목적: 현행 보호구역 비교 분석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보호구역 제도의 개요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국
제보전연맹의 동향
 법제 개선방안

주
요
선
행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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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3

 과제명: 정책네트워크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분석을 통한 해양보호
평가
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정책 네트워크 분석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심층
 연구자(연도): 육근형 외
 전문가 대상으로 질
(2014)
면접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적 분석을 위한 구
 연구목적: 국내 해양보
관련 사회연결망 분석
조화된 심층면접
 해양보호구역 관리실효성
호구역의 성과 진단 및
문제점 분석, 정책 대안
개선 방향 제시
모색

4

 과제명: 서해안 갯벌 매
 갯벌 매립과 어촌계  공유수면 매립의 역사
립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통사적 문  어촌계 어민의 갯벌매립
인천 갯벌과 어촌계의
헌 연구
에 대한 적응 방식
대응을 중심으로
 5개 어촌계 계장 인  갯벌관광사업과 어촌사회
 연구자(연도): 노상호
터뷰
의 대응
(2015)

5

 과제명: 해상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  거버넌스 이론적 측
구역 간 중복성 문제, 연계
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면에서 해상에 설정
관리 단절, 관리방식의 차
 연구자(연도): 육근형 된 다수의 보호구역
이 규명
분석
외(2016)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수
 연구목적: 해상 국립공  해외 해양 보호구역
산자원 생산의 중요성, 어
원과 해양보호구역 통 의 거버넌스 구조
촌사회의 역할, 협력적 거
합적 관리 가능성을 거 분석
버넌스의 필요성 제시
버넌스 분석에서 모색

6

 과제명: 인구소멸 시대
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연구자(연도): 박상우 외  인구 추계 전망 및
(2018)
공간통계 분석
 연구목적: 어촌사회의 지  어촌사회 및 도시민
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문조사
종합적 대응 전략의 마련  전문가 자문 및 세
- 어촌의 삶의 질 향상
미나 개최
- 젊은 세대의 어촌 유입
방안

 어촌의 인구구조, 일자리,
공공인프라의 열악 정도
분석
 공공인프라, 일자리 확보,
지역 재생의 필요성 제시
 어촌 및 도시민 설문을 통
한 어촌 기피의 주요 원인
파악
 어촌 사회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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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7

 과제명: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 정책 개관
공동체의 지위와 역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에 관한 연구
 연 구자(연도 ): 강영웅  유사 개념 비교 및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론
(2018)
선행연구 분석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갯
 연구목적: 공유자원의
벌 관리 및 사용 권한의 적
자치관리에 있어 어업인
정성 분석
자치조직의 법적 지위

8

 과제명: Marine protected
area strategies: issues,
divergences and the
 보호구역 목적, 지정, 설계,
search for middle ground
 문헌조사 및 선행 관리에 대한 개괄적 검토
 연구자(연도): Peter J.S.
연구 분석
 상향식, 하향식 관리 접근
Jones(2002)
법 분석 및 절충안 모색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절충적 접근
법의 적절성 모색

9

 과제명: From community
–based to centralised
national management
– A wrong turning for
the governance of the
 필리핀 아포섬 해양보호
m arine protected  지역민 설문조사, 구역의 관리체계 변화 분석
area in Apo Island, 심층면접, 포커스  지역민 설문 및 면접을 통
Philippines?
그룹 면접
한 관리 실효성 파악
 연구자(연도): E.J. Hind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et al.(2009)
 연구목적: 해양보호구
역 관리 거버넌스 전환
에 따른 효과 분석

 과 제 명 : Governance
strategies for a
 문헌조사
10 successful marine
 이해관계자 면접
protected area – The
case of Torre Guaceto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태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보전과 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익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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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자(연도): D.Russi
(2020)
 연구목적: 해양보호구
역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 전략
제시

본 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갯벌 관리의 사회경제적
포커스 그룹 면접
여건 변화, 관리상 발생하
 주요 지역 현장 간 는 문제, 습지보호지역 확
 갯벌 및 습지보호지역
담회 개최
대, 「갯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여건 및 수요 변화
 갯벌 관리 공무원, 관리 여건 변화 분석
에 따른 관리 거버넌스
전문가 그룹, 민간  정부주도 대 민간자율, 협
제시
단체, 학계 대상 개 력적 공동관리, 제3섹터
별/공동 정책 세미 등 관리 거버넌스 대안 모
색
나 개최

자료: 저자 작성

26

제 2 장 갯벌 관리의 거버넌스 이론 및 사례분석

제2장

갯벌 관리의 거버넌스 이론 및 사례분석

제1절 자연자원 및 관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이스터섬은 거대한 석상인 ‘모아이’로 유명한 곳이다. 이 석상은
외계인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견
해와 원주민이 건립하였다는 학설이 있다. 후자에 따르면 이스터섬
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먹거리가 풍성하고 기후가 온화한
곳이어서 한 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면 번영을 누렸으나, 모아이 석
상 건립을 위한 부족 간의 경쟁으로 많은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서 섬
은 황폐화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45) 즉, 거대한 석상
구조물을 만들 정도로 번영했던 사회가 자연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붕괴까지 이른 것이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둘러싼 보전과 이용의 갈등은 산업혁명을 거치
고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45) 한국글로피스재단 공식블로그(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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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막대한 자연자원을 소모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자연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특
히 자연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의 범위 등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연자원 관리 방식
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자연자원이란 무엇인지, 법학
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연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자원 관리의 일반적인 법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양의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즉, 일반적으로 알
고 있는 자연자원의 개념을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법이론적 측면에서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자연자
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본 후 어업권, 어촌계
등 해양 자연자원과 관련된 특이한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1. 자연자원의 개념
인간은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생존을 위하여 자연에서 얻어지는
자원인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46) 원
시사회에는 자연자원을 의식주와 같이 단순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
제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용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물, 숲, 광물과 같
46) chemistry gru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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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숙한 자연자원마저 감소하고 있어 그 개념을 확정하고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1> 대표적인 자연자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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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emistry gru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6.)

그렇다면 자연자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는 자연자원
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47) 일반적으로 자연자
원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
상으로 관념화되어 있다.48)
하지만 자연자원이 인간의 환경은 물론 생태계와 서로 상호연계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자원은 더 이상 인간만의 이용 대상
이 아니고 서식지 제공 등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고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한다.49) 즉, 인간은 자연자
47) IUCN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26.)
48) 이준서(2008), p. 31.
49) IUCN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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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다양
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자연자원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서 고유한 특성과 경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생물체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자
연자원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자들에게 필요한 생산
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연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
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자원으로서 생태계에 필요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
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50)

<그림 2-2> 자연자원의 새로운 개념 설정

자료: IUCN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26.)을 기초로 저자 작성

50) 현행법에는 위에서 논의된 자연자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규정이 없으나, 가장 유사한 개념 정의
로 보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5호의 ‘자연자산’ 규정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해석하여 작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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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자원 관리의 법이론적 쟁점
1) 환경정의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자원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철저히 인간중심적이고 현세대 중심적인 개발
사업과 이용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51) 이에 따라 자연자원의 이용과
오염통제비용에 대한 형평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자연자원의
이용과 오염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몫이 침해되는 상
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52) 즉,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자원의
이용과 오염비용 부담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고, 사회계
층 간의 이해관계 대립, 세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새만금 사업 사건과 4대강 살리
기 사업 사건이 있다. 새만금 사업 사건의 경우 새만금 사업이 만경
강, 동진강의 하구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
하는 대규모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
게 대립하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53)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은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실
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인 것이 밝혀져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하였다.54) 양 사건 모두 구체적인 사건 내
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집단과 사회적·문화
적 이해관계 집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갈등이 집중적으로
51) 전재경(2000), p. 7.
52) 전재경·황은주(2018), p. 23.
53) (사)한국환경법학회·대법원 환경법연구회(2019), pp. 86~87.
54) 전재경·황은주(2018),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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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55)
자연자원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편익과 비용 분
배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바로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이다. 즉,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이용으로
환경오염 피해 또는 우려가 있으나 그동안 자연자원의 혜택을 제대
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회 계층 및 미래세대에게 공평하게 분
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환경정의란 “자연자원
은 다른 이용자의 필요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하
여 공평한 방식으로 할당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56)

<그림 2-3> 자연자원과 환경정의

자료: 저자 작성

55) 전재경(2000), pp. 68~75.
56) 정회성·변병설(2019),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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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신탁이론
인류 공동체의 고귀한 자산인 자연자원은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하
여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체계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중시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감소하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고, 미국에서 발
달한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을 주목하고 있다.57) 미국
의 공공신탁이론은 항행가능한 유수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용을 보
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된 판례법리이다. 즉, 정부는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 수익자인 주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58)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신탁이론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나
뉘나,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연자원은 일
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다.”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59) 즉, 자연자원은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재생이 불가
능하여 대체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
적인 귀중한 신탁재산으로 상정하여 신탁법의 법리와 유사하게 자연
자원의 소유자는 수탁자로서 수익자인 일반 국민을 위하여 자연자원
을 보호하고 보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60)
특히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소송에서 위 이론을 적용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 국민은 자연자원의 수익자로서
57) 고문현(2006), p. 55.
58) 이연갑(2010), p. 420.
59) 임채웅(2010), p. 9.
60) 이연갑(2010), p. 378.

33

제
2
장

자연자원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 법률에서 시민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점, 판례가 항고소송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신탁이론은 현실적으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1)62)
<그림 2-4> 공공신탁이론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 자연자원 관리의 법리적 쟁점
1) 어업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바다에 가까운 마
을 주민들이 맨손 혹은 낫, 호미, 삽 등 소규모의 생산도구를 이용하
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활동을 해오고 있다.63) 이러한 어업활
61) 임채웅(2010), p. 12.
62) 박균성(2019), p.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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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단순한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 ‘관행어업권’이라는 물권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64) 판례에
따르면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
권으로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
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공동어
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65)
이러한 관습법상 관행어업권은 「수산업법」을 통하여 대부분 마을
어업과 입어의 관행으로 성문화되었다. 즉, 마을어업은 면허를 받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입어의 관행은 어업신고 및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수산업법」상의 어업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수산업법」
은 어업권을 물권(物權)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
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
는 효력을 부여하였다(제17조).
다만 마을어업과 입어의 관행으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관
행어업권자의 권리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1990년에 「수산업법」이 전면개정되어 부칙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문언상 그 기
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관행어업권자의 어업권이 소멸한 것은 아닌
63) 김인유(2017), p. 2.
64) 지원림(2019), p. 11.
65)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76 등(판례집 11-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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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관행어업권자는 위 부칙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 부칙 규정은 우선 ① 부진정소급입
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배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수산업
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존재하던 관행어업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
없이 장래에 대하여 관행어업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규제할 뿐이므
로 그 규정의 법적 효과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하고, “관행어업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관행어업권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행위 또는 무익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66) 하지만 동 판결에 대하여 2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관행어업권을 등록한 사례가 없다는 점, 충분한 기간이 관행어
업권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부칙규정은 사실
상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박탈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67)

2) 어촌계
우리나라는 예부터 마을어민들 사이에 상부상조하는 정신이나 이
웃 의식이 강하여 계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보존하는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68) 이를 반영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전통적으로
66) 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판례집 11-2, 175).
67) 김인유(2017), pp. 162~163.
68) 소재선·임종선(2012),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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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어업공동체인 어촌계를 존중하면서 지구별수
협과 연계하여 조직할 수 있는 조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은 제
15조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69)
이러한 어촌계는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법인으로 규정한 수산업협
동조합70)과는 달리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어촌계가 비법인사단인지 조합인지가 법률적 쟁점이 된
다.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권리능력을 취득하
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비하여 단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하고 구성원
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해야하는 반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
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난다.71)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전
자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총합체로서 단체가 물건의 관리·처분에 관
한 권능이 있어 단체의 구성원은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총유’의 법률
관계가, 후자의 경우 단체 자체는 물건의 관리·처분 권능이 없고, 조
합원의 구성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는 ‘합유’의 법률관
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72)
이에 대하여 판례는 어촌계를 종중, 교회 등과 함께 대표적인 비법
인사단으로 보고, 총유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6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23.)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71) 지원림(2019), pp. 104~105.
72) 지원림(2019), p.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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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
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
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73)
어촌계는 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진 정관
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점, 의사결정기관인 계원총회와 집행기관
인 계장이 있다는 점,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
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가 그 자체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74)

3) 특허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
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특허가 자연자원이 국가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견해와 국가관리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즉, 광물 등 자연자원이 국가 소유임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자연자원의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75)와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개념과 법적 개념
이 때로는 일치하지 않고 소유의 법적 형식이 다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특허는 국가관리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76) 다만 자연자원은 천이성이 있어 소유권의 대상
7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공2003.8.1.(183),1605).
7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공1999.6.1.(83),1018).
75) 양건(2019),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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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정하여 권리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77)
한편, 헌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는 강학상 특
정인에 대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
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실정법에서는 허가, 면허 등의 용
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78) 특히 갯벌과 관련된 자연자원의 특
허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8조), ｢수산업법｣의 어업면허(제8조) 등이 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
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그러한 특별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강
학상 특허이며,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79), 어업면허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
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
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된다고 견해를 제시하였다.80)

4.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의 개념
1990년 후반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의 정부가 공공개혁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식에 한계가 드러

76) 전재경(2006), 국문요약 참조.
77) 전재경(2006), pp. 45~46.
78) 장태주(2010), p. 204.
79)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바16(판례집 25-2상, 697).
8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공1999.6.15.(8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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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민간 분야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와 시장, 시민사
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81)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
념은 다수의 연구에서 아직 학문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
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역할, 운영체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82) Rhodes(1996)와 Peters(1998)는 “거버
넌스를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
에서의 새로운 정부관리 방식”으로 봤고, Goss(2001)와 Kooiman(2003)
은 “정부중심의 계층성에서 탈피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정부관리 방식”으로
봤다.83) 또한 광의와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성은혜(2015)는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생긴 상호협력적 조정 양식으로 정의한
다. 반면 협의의 거버넌스는 국가나 시장 메커니즘과는 별도의 조정
양식의 원형으로서 시민사회 중심적 시각에서 공식적 권한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해 협력
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 형태로 정의한다고 정리하였다.84) 거버넌
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정부
중심형, 시장 중심형, 시민사회 중심형으로 나눈다.
환경 거버넌스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
타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81) 엄선희(2011), pp. 98~99.
82) 이명석(2002), p. 322.
83) 강성철·문경주·김도엽(2012), p. 173.
84) 성은혜(201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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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환경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국제환경회의에서는 경제개발
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논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중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의제21(Agenda21)’에 담아 채택하였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지역
의 주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환경 거버넌스 역시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이전의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 등 시장조직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협력하는 유형의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85)

5. 자연자원 관리 방식
1) 정부기구에 의한 관리
자연자원은 누구나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한정된 양을 두고 이용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합성(rivalry)’을 지닌 공유재의 성격을 띤다. 대표적인 공유
재로는 어류, 야생동물, 국공유지, 하천, 산림 등이 있다.86) 자연자원
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연자원 이용자들이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아무런 관리 조치 없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
의 질은 악화되고 결국 고갈이라는 비극에 치닫게 될 것이다.

85) 강성철·문경주·김도엽(2012), p. 172.
86) 문흥안(2016),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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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재화의 종류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priveate good)

공유재(common resources)

비경합성

클럽재<자연독점 재화>
(natural monopolies)

공공재(public goods)

자료: 김경돈·류석진(2011), p. 166

경제학에서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한다.87) 이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
스터 로이드(William Forster Lloyd)가 1833년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어느 마을에 특정 주인이 없는 개방된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각자 더 많은 소를 방목할 경우, 오물이 쌓이고 풀은
점차 사라져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주
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론은 1968년 미국 캘리
포니아대 생물학자인 게릿 하딘(Garrett Hardin)이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을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하면서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88)
<그림 2-5> 공유지의 비극

자료: Sustainable Environment 홈페이지(2020. 11. 7)

87) 이후 Hardin(1998)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unmanaged commons)’으로 고쳐 말하기도 하였음.
88) 중앙일보(검색일: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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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론대로 공유재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
들은 크게 3가지, 즉 국가·정부에 의한 규제(Leviathan), 사유재산권
부여를 통한 규제,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관리를 주장해왔다.
이 중에서 정부가 규제할 것인지 시장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논쟁
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기구에 의한 규제를 대
안으로 제시했는데 하딘(Hardin)은 외부의 강제력이 있어야 사람들
이 인구과잉 상황에서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해법으로 주장했다. 오펄스(Ophuls)는 “공유재의 비극
때문에 환경문제는 자발적 협동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라는 명분은 절대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89) 캐루
서스(I.Carruthers)와 스토너(R.Stoner) 역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목초지의 황폐화와 어장의 어획고 감소를 막으려면 정부의 중앙
집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90)91)
이들이 주장하는 정부기구에 의한 자연자원 관리는 국가가 공유재
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이를 이용 및 관리할 때 직접 규제하는 방
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이 공유자원을 효
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각 지역별 공유재의 고유
한 특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현지에서 실제 공유자원을 이용하
는 자들의 문화와 규범을 잘 알지 못하는 점, 공유재를 관리하고 이
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 책임성 부재의 문제, 공
유재 관리 인력과 예산의 제약 등 정부의 개입하에 자연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이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92) 또한 지역공동체
89) 문흥안(2016), pp. 161~162, 재인용: W. Ophuls(1973), p. 228.
90) 위의 책, pp. 161~162.
91) 장수환(2008), p. 27, 재인용: C. Rose(1999), p. 47.
92) 이명석(2006),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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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던 지역의 공유자원이 국유화로 전환되면서 오
히려 감시 소홀, 집행력 부족,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유재가 황
폐화된 경우도 있었다.93) 이처럼 정부 개입을 통한 공유재 관리 방식
에서 여러 가지 한계 및 실패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성공
적인 자연자원 관리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시장기구에 의한 관리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자원을 시장기구에 맡
겨 관리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시장은 소유권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만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데 환경을 비롯한 자연자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쉽게 훼손되는 경향이 있다. 공유재에 해당하는 환경을 정부의 개입
이 전혀 없이 시장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해당사자
들 간의 타협 또는 자발적 거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유재를 사
유화 즉, 사유재산권체계를 확립하여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94)
공유지의 사유화를 주장한 학자 중에 로버트 J. 스미스(Robert J.
Smith)는 우리가 자원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남용하게 되므로 여기에
사유재산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웰치(Welch) 역시 사유재
산권을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하면 비효율적인 과잉 방목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다.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지를 분할하여 사
유화하고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95) 또한 영
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오스(Ronald H. Coase)는 환경문제를 소유
93) 프레시안(검색일: 2020. 5. 1.)
94) 이정전(2011), p. 171.
95) 문흥안(2016), pp. 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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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측면에서 보았는데, 환경에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환경
오염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환경재에 소유권이 설정되면 정부
의 개입 없이도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코오스 이론
(Coase Thoerem)’을 발표했다.96) 코오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환경재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까지이며
그 다음은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타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97)
<표 2-2> 코오스 정리의 3가지 주장
주장 1

 환경에 대한 권한(환경권)만 명확하게 설정되면 환경의 이용을 둘러싼 관
련자들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더라
도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타협이 진행될 수 있으며, 타협 결과 환경
오염이 적정수준으로 억제된다.

주장 2

 그 환경권을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부여하든 또는 환경오염피해자에게 부
여하든 환경오염이 적정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주장 3

 이렇게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타협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조치를 취하면, 오염물질의 배출
량을 사회적 적정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많이 감축시킬 우려가 있다.

자료: 이정전(2017), p. 172

관련 사례를 보면, 과거 영국에서 모직 산업이 활황을 맞아 양모
수요가 급증했었다. 이에 마을 농부들은 공동소유하는 초지에서 양
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렸고, 결국 초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되었
다. 그러자 마을 농부들은 해당 초지를 분할해 울타리를 세웠고, 각
자 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유화된 공유지를 이용할 때 더 합리적인 선택
을 할 것이므로 자원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98)
96) 박기묵(2009), p. 292.
97) 이정전(2017),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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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윤상(2010)은 공유지가 사유화될 경우 ‘사유화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공유지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
불 받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부여할 경우, 그리고 이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그대로 두면
일부 제한된 이용자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다시 이 특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로, 사유권을 부여받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최대화 하
려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이익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했다.99) 또한 엘리너 오스트럼(E. Ostrom) 역시 공유재의 사유화를
통한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사유화된 공유재를 유지하고 관
리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 그리
고 물과 수산자원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자원
에 사유권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유재
산권체제 확립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100)

3) 공동체에 의한 관리
앞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개입 또
는 시장에 일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지역
공동체들이 1000년 이상 공동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온 성공
사례들을 연구해왔으며, 1990년 출간한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를 통해 ‘공유의 비극’ 이론에 오류가 있
98) 문흥안(2016), p. 163.
99) 김윤상(2010), p. 7, 10.
100) 프레시안(검색일: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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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었다. 국가(정부) 또는 사유화(시장)라는 이분법을 넘어
제3의 대안으로 자율적 합의와 질서를 통한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목 받았으며, 이를 인정받아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101)
오스트롬은 지역공동체가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
요한 공통적 요소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8가지의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③ 사용자의 집합적 선
택과정에의 참여,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 제재 조치, ⑥ 갈등 해결
장치, ⑦ 최소한의 자치권의 보장(공유자원 체계가 대규모인 경우),
⑧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가 이에 해당한다.102) 반면 이 8가지 원
<표 2-3> 오스트롬의 8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
디자인 원리
명확한 경계

설명
공유자원의 범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해야 한다.

규칙의 부합성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등을 정한 규칙은 현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집합적 선택장치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

공유자원의 현황은 적극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단속 요원은 사용
자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점증적 제재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례로 강도가 높아지
는 점증적 제재를 받는다.

갈등 해결 장치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갈등 해결장치가 있
으며, 당사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사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국가 같은 외부 권위
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

자료: 안도경(2012), p. 120을 저자 재정리

101) 아시아경제(검색일: 2020. 5. 2.)
102) 안도경(2012),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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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만 적용되었을 경우 자율
적 관리가 실패한 사례도 분석하였다.103)
김경돈 외(2011))는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 오
스트롬의 디자인 원리 중 첫 번째 조건인 명확한 경계(공유자원의 범
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해야 함)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공유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을 제거해 배제성을 확보하고 ‘경합성’ 해
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스트롬의 저서에서 소개한 공유자원의 자치
적 관리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적용하여 설명했다. 대체로 공유자원
의 이용자가 명확해지고 각자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시 경합
성 문제도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배제성 확
보를 보장할 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104)

<표 2-4> 공유자원의 자치적 해결 성공 사례
지역

종류

배제성 확보

(제한된) 경합성 해소

감시

스위스
퇴르벨

목초지

1483년
공동단체 법규

겨울철 등에 허용
가능한 소의
숫자 제한 등

벌금 관련 인센티브제를
활용한 대리인의 감시

일본
산악지대
부락

산림

부락주민에게만
공유지 허용

희소작물 윤번제 할당,
채취가능 날짜 규정 등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요원들의
지속적 순찰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
시설

수리권이
관개지라는 형태로
토지에 귀속

물 부족 시기
윤번제 시행

단속요원과 윤번제 참여
주민 스스로의 감시

필리핀
잔제라

관개
시설

지분 소유
토지사용권자
(잔제라)에게
수리권 배당

물 부족 시기
윤번제 시행

물이 풍부하여,
관개시설유지와
관련된 감시 시행

103) 프레시안(검색일: 2020. 5. 1.)
104) 김경돈·류석진(2011), pp. 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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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류

배제성 확보

캘리포니아
지하수대 지하수
(최근)
터키 알란야

긴 소송을 통해
수리권이
법적으로 명시
지역조합의
관할권을
국가법으로 보장

연안
어장

(제한된) 경합성 해소

감시

퍼올릴 수 있는 지하수 수리전문기구에 의한
양을 비례적으로 감축
대리감시 시행
조업구역을 일정하게
엄격한 윤번제 시행에
분리 후 추첨 통한
따른 내부 행위자의 감시
윤번제 시행

자료: 김경돈·류석진(2011),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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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의 실패 사례를 보면 주로 배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표 2-5> 공유자원의 자치적 해결 실패 사례
지역

종류

캘리포니아
지하수
지하수대(과거)

실패 단계

실패 이유

배제성
확보

 사용권자의 자격이 애매하게 지정되어 특정 사용권
자를 명확하게 배제할 수 없었음

터키 보드럼,
이즈미르

연안
어장

배제성
확보

 어부들의 면허수 제한 실패, 3마일 기준으로 연안과
근해를 분리하려 한 정부 노력의 실패로 인해 외부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진입 가능

스리랑카
마웰레

연안
어장

배제성
확보

 어망 허가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지지
약속 등을 받고 그 허가권을 남용하여 어망의 수 급증

캐나다
포트 라메론

연안
어장

배제성
확보

 해당 연안어장을 비배제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가 그 동안의 세습적 어장 사용권을 부정하고
획일적으로 면허권 발급

경합성
해소

 대규모 관개시설에 기반한 정착촌 형성(배제성 확
보). 물 소비량이 사용량보다 훨씬 많아 경합성이 존
재했으나, 인위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이었기 때문에
내부 행위자들 간의 이질감이 커 협동이 일어나기
어려움

스리랑카
갈오야,
키린디오야

관개
시설

자료: 김경돈·류석진(2011),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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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오스트롬은 경우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공유지의 사유화 논리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무엇보다
지역공동체가 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105) 에코페미니스트이자 독일 사회학과 교수인 마리
아 미즈(Maria Mies)는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요인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동체’ 의식, 내부의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특히 주목하였다. 즉, 기존의 보편적 제도 원리보다도 자연-인
간-사회가 서로 책임있는 관계를 만들어야만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6) 김권호 외(2016)는 지역공동체 기
반의 자연자원관리 사례로서 제주해녀의 공유어장관리 사례를 분석
하였다. 이곳은 마을 공동체별로 자치조직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관
리에 참여하고 감시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해 왔으며, 여기에 엘
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적 원리와 마리아 미즈의 공동체 의식 원리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107)
이처럼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해결을 통한 공유자원 관리 방식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행되고 있었다. 지
역공동체 관리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듯 정부 또는 시장
기구에 의한 관리보다는 공유자원의 효과적 관리 방식으로 더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 사례가 존재하고, 외부 요인
의 투입이 전혀 없는 순수 지역공동체에 의한 관리인 경우 자체적 재
원과 능력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105) 프레시안(검색일: 2020. 5. 1.)
106) 김권호·권상철(2016), p. 50, 재인용: Mies(2013)
107) 김권호·권상철(201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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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적 방식에 의한 관리
환경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가 환경문제 관리에 실패하면 그 대
안으로 공동체의 자치적(self-governance) 해결이 등장한다. 정부와
공동체가 환경관리에 대해 어느 수준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관리의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양쪽 모두 리더십 수
준이 낮을 경우 환경은 오염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
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규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환경을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반대로 지역공동체가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자치적 관리 형태가 된다. 반면 정부와 공동체 양쪽이 모두 환경관리
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충분할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
능한데, 우선 정부가 지역공동체를 파트너로 보고 자율규제에 참여
하도록 하는 형태 또는 NGO 등 제3의 주체가 지역공동체와 협력하
여 공동체 자치 및 외부지원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108)
<표 2-6> 환경관리의 유형별 분류
구분

낮은 수준의 정부 리더십

높은 수준의 정부 리더십

낮은 수준의
공동체 리더십

(i) 환경오염
Deserted Pollution

(ii) 일방적 규제
One-Way Regulation

높은 수준의
공동체 리더십

(iii) 자치적 관리
Self-Governance

(iv)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자료: 최재송(2012), p. 150

108) 최재송(2012),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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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환경 거버넌스는 관련 주체, 지역, 이해관계 구조 등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Moore와 Koontz(2003)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유형을 ‘기관 기반(agency-based)’, ‘시민 기반(citizen-based)’,
‘혼합(mixed)’ 파트너십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 유형이 단계별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는데, 첫째, ‘기관 기반’의 경우 정부가 기반이 되
어 규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 ‘시민 기반’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마지막 ‘혼합
형’은 민간 비즈니스 등이 결합되는 형태이다.109)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분야의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협력
적 거버넌스 관리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여 어업
자원을 관리하는데, 어족자원 남획, 경쟁조업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
되면서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는 WTO
체제 출범, UN 해양법협약 발효 등 어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어업자원을 관
리하는 방식 즉,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110)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공동체가 자율적
으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5대 요인인 리더십, 지원,
운영, 관리, 노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대
한 사례는 2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09) 위의 책, pp. 149~150.
110)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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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
1. 국제기구
1) UN Agenda 21
1992년은 전 세계 110여 개국 정상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한 의미 깊은 해이다. 이 선언
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었
고,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환경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해이
기도 하다. 리우선언과 함께 실행계획의 성격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은 물론 기후문제,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
약과 생물다양성보전협약을 함께 채택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협력의 구체적 틀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리우회의에서 ‘환경보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리우회의가 있기 전
에만 해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시되거나 중
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나, 의제21의 28장에 “지방의제21”이 등장하면
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시되기 시작했다.111) 의제2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의 설립근거는 다음과 같다.112)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의 조직을 구성·운영·유지하고 지
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광역적 환경정책의 수립
을 도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민을 교육시키고
동원하며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11) 문경주(2002), p. 179.
112) UNCED(1992),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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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환경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조직하고, 환경정책을 수립하되 이의 이행을 위해 지역민을
교육하고 특히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역
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방가능한 발전에 있어 일
반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체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며 한편 이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도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113) 지방의제21의 의미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한 문경주(2002)에서는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 관여하는 공동체들의 참여를 기본전제”
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과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지방
정부로 내려가면서 구체화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나아가 지역의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114) 또한 리우회의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지역
의 정책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115)에서 지방의제21의 성
격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 하나로 “지방의제21은 지역차원에
서 보면 하나의 사회운동이자 환경보전 운동의 성격을 지니는데, 그
추진과정에 지역사회의 주요 집단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
의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UN이 주도해서 채택한 의제21에는 지역의 참여에 관한 내
용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방의제21로 계승하여 전 지
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역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
년에 있었던 제70차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
113) LGMB(1992), p. 7.
114) 문경주(2002), p. 180, 재인용: Littlewood and While(1997), p. 116.
115) 오영석(1998),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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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채택에 합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비전 내지 이념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포함
되어

있다.116)

과거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물의 성격도 있으나, 앞서 새
천년개발목표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한 것과 달리 지속
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
르다는 평가를 받는다.117)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목표로서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
와 자연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이자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다양한 지
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사적 영역, 시민사회까지 포괄한 다
양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부터 이행과 모니터링까지 참여해야
한다.118) 이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경제, 사회, 환
경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 데 더해, 거버넌스를 네 번
째 축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119)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에서는 비록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쉽게 찾기는 어렵지만 대신 비슷
한 의미로 참여(participation)에 비슷한 정책방향을 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와 참여 모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과

116) Johnston(2016), p. 13.
117) 오수길(2017), p. 255.
118) Glass and Newig(2019), p. 1.
119) Kanie et al.(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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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UN 고위정치포럼(UN HLPF: UN High-Level Political
Forum)의 문서120)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2030년 지속가능발
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또한 목적으로서도 의미가 있
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계획 수립과 이행, 이후 신
뢰성의 확보 등 모든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이
고, 정규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
전목표가 단지 정부의 주도와 이행으로는 한계가 있고 처음 계획부
터 이후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
요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Graham et al.(2003, p. 2)은 보호구역의 거버넌스를 “구조와 과정,
전통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실현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권력과 관계, 책임의 문제로 보
면서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
정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Graham et al.(2003)의 보호구역 거버넌스 원리에 관한 보고서는
제5차 세계공원회의를 위해 준비한 문서로 거버넌스를 보호구역에
어떻게 적용시켜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봤다. 좋은 거버넌스의 원리
를 보호구역에 적용해 실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구체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좋은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120) HLPF(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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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의사결정자 내지 이해관계자 간에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도 봤다. 좋은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좋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5가지 원리로서 ‘적법성
(Legitimacy)과 발언권(Voice)’, ‘방향성(Direction)’, ‘성과(Performance)’,
‘책임(Accountability)’, ‘공정(Fairness)’을 들면서,121) 5가지 원리별
로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적법성 또는 발언권에 관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1인
1투표제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보호구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움직임, 법률이나 관습에 따른 지향점의 확인, 계획
기간 우선순위의 고려 등이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122)
Borrini-Feyerabend et al.(2013)123)은 2003년에 있었던 제5차 세
계공원회의 이후 중요해진 보호구역 내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발간한 보고서로, IUCN의 연속발간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정책, 규칙에 관한 관점에
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방식
도 이해관계자와 같은 핵심 행위자에 의한 분석이나 제도나 권력에
의한 분석, 의사결정의 단계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관
리(management)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단과 행위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 반해, 거버넌스(governance)는
어떤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를 누가 결정하
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
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 거버넌스라고 이해했다.124)

121) Graham et al.(2003), p. 7.
122) 위의 책, p. 15, 17.
123) Borrini-Feyerabend et al.(2013), p. 5.
124) 위의 책, pp. 10-11,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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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버넌스에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은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한, 그
리고 동원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이 활용할 수 있
는 권한이나 수단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적 권한, 관습
이나 사회적 규범, 재원에 관한 의사결정도 해당된다.
보호구역 거버넌스가 매우 다양하지만 IUCN의 보호구역 관리 카
테고리에 관한 지침서(Dudley, 2008)에서는 보호구역의 거버넌스를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 공유된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표 2-7> IUCN의 보호구역 거버넌스 유형분류
거버넌스 유형
유형1.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

하위유형
 연방정부, 국가부처, 기관에서 관리
 하위 국가부처 또는 기관에서 관리(예: 주, 지방, 시 차원)
 정부가 관리업무를 다른 곳(예: NGO)에 위임

유형2. 공유 거버넌스

 협력적(Collaborative) 거버넌스(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관
간의 협력 방식을 통한 관리)
 공동(Joint) 거버넌스(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위원회)
 접경지역 관리(국가 간 공식 합의를 통한 관리)

유형3. 민간 거버넌스

 개인(지주) 또는 영리기관(기업)이 지정 및 관리하는 보전지역
 비영리기관(NOGs, 대학교)

유형4.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토착민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보전 지역 및 영토
 지역사회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보전 지역 및 영토

자료: Dudley(2008), pp. 26-32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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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거버넌스125)는 중앙정부의 부처나 정부에 직접 보고
를 하는 공원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보호구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때로는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정하기 전이나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에 구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에서도 참여가 보다 확대되
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이는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서 나타나는 다른 적용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형태인 공유 거버넌스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여러 이해
관계자, 여기에는 정부측이나 비정부측이 모두 포함되고, 이들이 관
리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형태이다. 공유 거버넌스는 때로는 공동
관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협력적 관리
(collaborative management)를 말할 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비록 한 기관에 있을지라도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알
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앞서 정부에 의한 거버넌
스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관리나 규
정에 관한 기술적인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는 자나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동
(joint) 관리의 개념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관리
기구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협력적 관
리와 차이가 있다. 이때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외 공유 거버넌스의 특별한 형태로는
국가 간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관여되는 접경 보호구역의 관리
125) Dudley(2008), p. 26-32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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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되기도 한다.
민간 거버넌스에는 개인이나 기업, 비영리기구 등이 보호구역에서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갖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러 개인 토지 소
유주가 해당 지역을 생태적 가치 등의 이유로 이를 유지 보전하려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생태관광이나 사냥으로 수입을 얻거
나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보호지역 보전의 목표
나 관리 방식의 선정 등 모든 의사결정은 토지소유주가 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보호구역을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공식화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책임이나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개인의 결정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에 의한 거버넌스는 토착민과 지
역공동체가 지역 또는 일정 공간에 대한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
는 형태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그 관리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자원이나 시기를
특정하기도 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거버넌스가 법률이
건 관습이건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
으나 일정한 지역이 토착민이나 그들의 공동체에 의해 통제되고 특
정한 제도나 규정을 통해 보호구역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앞
서 다른 보호지역 거버넌스와는 차이점이 있다. 북미 대륙의 인디언
과 같이 토착민과 이후 이주민이 세운 정부 간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경우 이런 종류의 보호구역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민의 보호구역은 전통 또
는 선대부터 내려온 점유에 기초하고, 이런 점유와 자원의 사용과 관
리는 토착민의 삶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관습법이나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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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사례
1) 미국 원주민 자치관리 사례
미국의 원주민은 유럽인이 북아메리카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
던 자치 부족이다.126) 2017년 기준으로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원
주민 부족은 567개이고,127)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522만 명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128) 미국 혁명(American
Revolution) 이후 미 연방정부는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얻기 위해 조
약을 맺었는데 1787년부터 1871년까지 여러 원주민 부족과 총 650
개 이상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는 일반적으로 평화보장, 특정
토지 양도, 원주민 보호구역 지정 약속, 원주민 사냥 및 어업권 보장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129) 원주민들은 부족별로 아메리카 토착민이
거주하는 ‘원주민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 Area)’에서 집단으로
생활한다. 이 보호구역은 미국 전역에 310여 개가 존재하고 총 면적
은 약 227,000㎢이며,130) 미국 내무부의 인디언 사무국(BIA: Bureau
of Indian Affairs)에서 지정 및 관할하고 있다.131)

126) Law Library – American Law and Legal Information(검색일: 2020. 10. 10.)
127) 중앙일보(검색일: 2020. 5. 12.)
128) 경향신문(검색일: 2020. 5. 12.)
129) Law Library – American Law and Legal Information(검색일: 2020. 10. 10.)
130) 리브레 위키(검색일: 2020. 10. 10.)
131) VOA뉴스(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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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

자료: 위키백과(검색일: 2020. 10. 10.)

미국에서 원주민들은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미 헌법에 따라
원주민 역시 미국의 시민으로서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하게 보호
를 받고 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반면, 사냥(hunting), 어업
(fishing), 수자원 이용 등에 대해서는 독특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원주민 부족의 자주권, 조약상의 조항, 조약 또는 기타 법률에서 명
시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원주민 부족이 보유하는 “유보
권(reserved rights)” 원칙의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
다.132) 과거 원주민 부족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포기하는 조약을 체
결하면서 사냥과 어업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이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약에 따
라서는 보호구역 밖의 원주민들이 과거 전통적 사냥터와 낚시터에서

132) Law Library – American Law and Legal Information(검색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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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조약에서 사냥과 어업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 않더라도 유보권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
은 경우 원주민들은 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원주민 부족들은
인디언 사무국의 허가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해당 거주 주(state) 정부
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일정한 자치를 누린다.133) 그러나 일부 조약에
서는 이들이 보호구역 안팎의 “평상시 익숙한 땅과 장소에서 어업 행
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두고 비원주민인 사냥
꾼과 어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
어져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데, 보통은 기존 원주민의 권리가 인
정되곤 한다.134)
반면 조약을 통해 인정받은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시
애틀이 위치한 워싱턴주의 마카(Makah) 부족의 이야기다. 이 부족은
1855년 ‘Neah Bay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족의 전통인 태평양 귀신
고래(gray whale) 사냥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동 조약 제4조는
“평상시 익숙한 장소에서 어류, 고래류, 바다표범을 포획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미국인들과 함께 공통으로 원주민 부족에게 보장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족은 과거 상업적 포경업자들로 인해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해지자 1920년대에 자발적으로 포경활동을 중단하였
다. 1994년에 귀신고래 개체 수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멸종위기종보호법」상의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되자 마카 부족
은 정부에 포경(whaling) 활동 재개를 요청하였다.135) 그런데 2002
년 연방법원은 고래와 기타 해양포유류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133) 리브레 위키(검색일: 2020. 10. 10.)
134) Law Library – American Law and Legal Information(검색일: 2020. 10. 10.)
135) Los Angeles Times(검색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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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의한 “포획(take)” 활동 중단을
면제신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부족은 2005년 MMPA 포획 금지
면제를 신청하였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초안) 절차를 거치는 등136)
제한된 쿼터(quota) 내에서 마카 부족의 전통적 포경 권리를 다시 인
정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림 2-7> 1900년대 초 마카 부족의 고래 포획 장면

자료: Los Angeles Times(검색일: 2020. 10. 11.)

2) 뉴질랜드 와이탕이 조약(1840)
뉴질랜드는 원주민, 아시아인, 유럽인 등이 이주하면서 다양한 인
구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토착 원주민
인 마오리족(Māori)은 약 10세기에 정착한 이후 여러 부족(iwi)으로
나뉘어 생활하면서 뉴질랜드 전역을 지배했다. 이들은 상업적, 전통
적, 여가 목적으로 어업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뉴질랜드 수산업의 시
작이 되었다. 18세기 유럽인들이 뉴질랜드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마오리족과 새로운 정착민들 간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졌고 이에
마오리족은 영국 국왕과 1840년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영어와 마오리어로 작성되어 있고 서문과
136) NOAA Fisheries(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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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 왕실이 뉴질랜드의 통
치권(Sovereignty)을 가지는 대신, 마오리 부족은 어업권 등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마오리족이 영위해온 자연자원에 대한 권한을 일부 인정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다.137)
<그림 2-8> 와이탕이 조약서 서명 모습(좌), 와이탕이 조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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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질랜드타임즈(2020. 11. 8)

<표 2-8> 와이탕이 조약 요약
조문

내용

서문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올바른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뉴질
랜드에 정착하고 정착해 올 이주민과의 평화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조항에 따
라 총독을 임명한다.

1조

뉴질랜드 부족 연맹(마오리)의 족장들은 영국 왕권에 주권(영어) 또는 통치권(마오
리어)을 전적으로 양도한다.

2조

각 부족은 토지, 부동산, 숲, 어업 및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타 자산(영어) 또
는 토지와 마을과 보물(마오리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토지를 거
래할 때는 양측이 거래에 합의한 가격에 대해 영국 왕권이 독점적 우선 매수권을 갖
는다(영어) 또는 왕의 대리인에게 판매한다(마오리어).

3조

뉴질랜드 원주민을 영국 왕실의 보호 아래에 두고 영국 신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
한다.

자료: 위키백과(2020. 6. 28)

137) 해양수산부(2019c), p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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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어장관리 정책은 1980년대에 자유어획 방식에서 쿼터
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어업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적
용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첫째, 상업적 어업은 수산물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태계적으로 어류가 멸종되지 않을 만큼 어획
량의 한도를 설정하는 어획할당제(QMS: Quota Management System)
에 따라 규제된다. 둘째, 낚시 등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경우
채취하는 어류의 크기 및 어획 수 제한 등 개별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된다. 셋째는 마오리족의 전통분야 어업이다.138)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마오리족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에서 중요한 권리를 보유
하고 있으며, 1992년 이를 존중하는 협상이 타결된 결과, 특정 지역
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마오리족인 탕아타훼누아(Tangata whenua)
는 「Treaty of Waitangi(Fisheries Claims) Settlement Act 1992」,
「1992 Deed of Settlement」에 근거하여 전통적 방식에 의한 어업,
비상업 목적의 자급을 위한 포획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상
업적 어획쿼터의 40%를 소유한다.139) 이에 뉴질랜드 정부와 마오리족
은 서로 합의하에 어업활동을 관리 및 규제한다. 즉, 마오리족이 가디언
을 지정하고 1차 산업부가 이를 임명하면, 이 가디언은 전통어업 현장
에서의 어획 현황을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140)141)

3) 필리핀 아포섬 해양보호구역
E.J. Hind et al.(2009)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성패는 관리체
계에 달려있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장
138) 해양수산부(2019)c, pp. 62~63.
139) Fisheries New Zealand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28.)
140) 해양수산부(2019)c, p. 28, pp. 62~63.
141) 워킹홀리데이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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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강조했다.142) 필리핀 아포섬의 관리 사례는 이 두 관리
체계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면서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해양보호구역은 관리방식에 따라 2가지 형
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역공동체(Barangay)가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보호구역
(sanctuary)’이 있고, 이 외에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관리하는 보호구역이 있다.
필리핀 아포섬(Apo Island)은 과거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관리가 이
루어지다가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전환된 곳이다. 이 섬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Negros Oriental) 다우인(Dauin)에 위치한 약 74ha 규모
의 작은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 650종 이상의 어류와 400종 이상의
산호가 서식할 만큼 해양생태계가 매우 풍부하다. 이 섬의 거주민은
약 760명이며,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143)
그러나 1970년대 불법어획 및 파괴적 어업방식으로 인해 해양생태
계가 훼손되고 어획고가 감소하게 되자,144) 인근 실리만 대학교의
지원으로 1976년 이 구역은 보호받기 시작했고 1979년 지역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해양보호구(Marine Reserve)를 시작해
1982년 0.45㎢ 면적을 ‘No-take’ 구역으로 삼았다. 1985년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아포섬은 해양보호구역(Marine Reserve)으로 공식 지정
되었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이 섬을 공동으로 관리했다.145)

142) Hind, Hiponia, and Gray(2009), pp. 54-62.
143) GreenPeace(2005). 재인용: 육근형 외(2016), p. 103.
144) 위의 책, pp.103~107.
145) UNEP-WCMC(201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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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아포섬(Apo Island) 해양보호구역

자료: (좌) https://emmampa.weebly.com/statistics.html(검색일: 2020. 6. 28.)
(우)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Aerial-photographs-of-Sumilon-top-and-Apobottom-islands-in-the-southern-Philippines_fig2_6804004(검색일: 2021. 1. 10.)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관리했던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어업
구역 인근에는 자원의 풍성함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넘침효과(spillover)’가 나타날 만큼 보호구역 지정의 성과가 나타나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국
가통합보호구역체계법(1992)」146)을 도입하고, 이 법에 근거해 1994년
아포섬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998년 보호지역관리위원회
(PAMB)를 만들어 기존 관리체계를 중앙집권화하면서 보호구역 관리
거버넌스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당시 필리핀 중앙정부가 아포섬의
관리방식을 전환한 데는 과거 수밀론섬(Sumilon)의 실패 사례가 있
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밀론섬의 지역민 일부는 보호구역 관리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채취금지(no-take)구역이 정치적 목적
으로 이용되면서 비공식적으로 개방되었고 이후 어족자원이 감소했
다. 이런 사례를 지켜본 중앙정부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부
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포섬의 관리방식도 개편하기에
이른 것이다.
146) NIPAS(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s Act o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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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 Hind et al.(2009)은 아포섬의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고나서 지
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량적),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면담 토
론(정성적)을 실시했다. 그 결과 PAMB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의 참여 배제, 재정적 투명성 저하, 불법 다이버들에 대한 단속
미흡, 섬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수준 향상 저조, 환경보전에 대한
성과 미흡, PAMB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주요 답변이었다. 결론적으
로, 아포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업 거버넌스 형태를 순위로
평가한 결과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방식이 혼재하
는 공동관리(co-management) 방식 즉, 과거 지역공동체(Barangay)
와 지자체(Municipality)가 공동으로 관리했던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아포섬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MPA 관리 거버넌스 형태

자료: Hind, Hiponia, and Gray(2009), p. 61

아포섬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기
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전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중앙집권관리방식을 탈
피해야 한다. 또한 국가통합보호구역체계법(NIPAS)을 검토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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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공동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
요하다. 지역공동체만의 관리 방식은 Lane과 Corbett(2005)이 언급하
는 ‘지역주의의 포악행위(tyranny of localism)’와 Jones와 Burgess가
언급하는 ‘편협(parochialism)’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147) 지역공
동체 기반 관리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고, PAMB의 정부주의 제도를
개선해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E.J. Hind et al.(2009)에서 주장하기도 했다.148)

3. 국내 사례
1) 민·관·산·학계 참여를 통한 마산만 수질 개선 협의체 운영
우리나라 해양 수질 관리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산만 특
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이하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라고 함)를
꼽을 수 있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효과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단
체와 지자체, 중앙부처가 정책과정 전체에 함께 참여하는 실무적 검
토·협의기구이다.149)
1960~70년대 마산만에서는 매립과 개발 사업이 성행하였으나, 이
로 인해 발생하는 하·폐수를 처리할 시설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따
라 다량의 미처리 하·폐수가 마산만 해역으로 유입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수욕장 폐쇄·어류 폐
사·적조 창궐 등의 사태가 나타났다. 정부는 마산만의 해양환경을 개
147) Lane and Corbett T(2005), pp. 141–159.
148) Hind,Hiponia, and Gray(2009), pp. 54-62.
149) 경상남도(2017), pp.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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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해 1982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오염퇴적물
준설·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오염된 해양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
의 총량을 할당부하량15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2005년 전국 최초로 마산만에 도입하였으며,
2020년 현재 제3차 계획을 시행 중이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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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공간적 범위

자료: 해양수산부(2018), p. 6

150) 지역이 배출하는 오염부하량 중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를 달성 가능한 최댓값
151) 경상남도(201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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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근거 및 역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시행됨에 따
라 민관산학협의회 역시 특별관리해역 중 최초로 2005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52)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계획 수립과 수행 주체
는 역할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사업수행팀, 민관산학협의회,
환경자문위원회, 기술검토단으로 나뉘어 있다. 그중 민관산학협의회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시행에 관한 실무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이다.153)

<그림 2-12>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체제
민관산학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

협의회

안에 대한 협의안 마련

→

환경자문

 기본방침, 기술지침, 관리

←

위원회

연
구

해
양
수
산

→
←

부

사
업
수
행
팀

목표, 환경용량, 삭감부하
량 등 과학기술분야 검토

 배출부하량 산정 로직

기술검토단

(안), 기술검토 가이드라
인(안), 기술지침(안)개발

 관련부처, 지자체의 관련부
서 담당자 및 산업체,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수질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전문가

자료: 경상남도(2017), p. 194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관리목표, 오염허용부하량, 환경용량 설정 등에 대해 협
152) 해양수산부훈령 제491호, 2019. 8. 6.
153) 경상남도(2017), p. 193.

72

제 2 장 갯벌 관리의 거버넌스 이론 및 사례분석

의하고, 오염부하량 할당과 삭감 방식, 삭감량 등 시행과 관련한 사
항을 조정한다. 또한, 마산만 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필
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목
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마산만 민관산학협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아울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이행평가 등을 검토하며, 특별관
리해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수행한다.154) 이
와 더불어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원시 우수관로 공동 점검, 지자체장 면담, 유입 오염원 감시활동,
정화활동, 연안생태 환경답사, 시민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한다.155)

(2)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 구성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환경관리해역 민관
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1.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관
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
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
천하는 사람, 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

154) 해양수산부(2019b), p. 230.
155) 해양수산부(2019b), pp. 2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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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
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156)’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민관산학협의회 위원은 소속기관에
따라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소속기관 또는 자
신의 입장을 대변한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은 중앙부처, 경상남도, 창원시, 상공
회의소, 시민단체, 해군, 해경,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앙부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지방청에서 참여한다. 지자체에서
는 해양환경 담당 부서와 오염물질 배출 관리 담당 부서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지역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한다. 산업체와 공단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환경 NGO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3)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논의 과정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2019년까지 정기협의회 38회, 실무협의
회 35회를 개최하여 특별관리해역과 연안오염총량관리의 계획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156)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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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 구성 명단
기관

부서

직위

비고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위원장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사무관)

수질관리과

수질정책담당(사무관)

해양수산국 수산과

수산과장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하천과장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하수운영과장

마방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해양수산환경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장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정책실장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군수참모실

군수참모(중령)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지사장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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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2019b), p. 233, 저자 재정리

제1차 계획의 관리목표 설정 당시, 제7차 협의회에 COD 하계 기
하평균 2.4 mg/L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에서 목표수질 변화에 따른 삭감 시나리오를 재도출할 것을 요구하
였다. 그에 따라 제8차 협의회에서 해당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
여 목표수질을 COD 하계 평균 2.5 mg/L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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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의 관리목표 설정 당시, 모델링 결과에 따라 제32차 협
의회에 COD 하계 기하평균 2.2 mg/L가 안건에 상정되었으나 마산
만 협의회에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장기비전인 COD 연간 산술
평균 2.0 mg/L를 고려하여 관리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재논의하여 제34차 협의회
에서 COD 하계 기하평균 2.1 mg/L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와 같이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사항
인 관리목표 설정 과정에서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에서 각 이해관계
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했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는 방
식을 택해왔다. 제3차 관리목표를 설정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
리기는 했으나 합의를 통해 얻은 결과이기에,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관리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핵심
참여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157)

(4)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성과와 한계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외형적 틀을 성공
적으로 마련하였고, 발족 이후 꾸준한 협의회 개최를 통해 마산만 해
양환경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시민단체가 마산만 민관산학
협의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책 시행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포함한 마산만 해역의 수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한계점도 분
157)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성진 사무국장(2020. 5. 6, 대한민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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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존재한다. 가장 큰 한계는 마산만 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
거가 ‘훈령’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위임규정 등이 부족하
다. 또한 협의회에 대한 예산 근거가 부족하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
회의 예산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해양수산부가 매년 발주하는 연안
오염총량관리 수탁 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
오염총량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지역의 다른 해양환경 현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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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쉽지 않다.158)

2) 어촌 특성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159) 제16조와 「자율관
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160)에 의해 지원·관
리되고 있다.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
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약하여 수산자원
을 보전·관리하는 어업을 말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원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사)한
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이다.
이전의 정부주도 어업자원 관리는 어업면허, 허가제도, 허용어획량
(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남획이
158) 연안관리기술연구소 류상옥 대표(2020. 5. 6, 대한민국 부산).
159) 해양수산부훈령 제305호, 2018. 10. 18, 타법개정.
160) 해양수산부훈령 제298호, 2016. 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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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조업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율어업관리
공동체를 통한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
였다.16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활동으로는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
약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고 정부의 규제보다 더 엄격한 금어기를
적용하며, 폐어구와 바다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환
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2001년 63개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현
재 1,118개가 운영되고 있다.162) 참여 공동체 수는 2001년부터 2017
년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참여 어업인수는
통계가 발표된 2013년 이후 201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8
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3>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와 어업인 수

자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정보마당, 「2020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검색일: 2020. 10. 10.)을
토대로 저자 작성

161) 수산정보포털, 수산현황, 자율관리어업(검색일: 2020. 10. 10.)
162)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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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하려면 우선 위원장과 위원 선출을 통해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어 어장 및 자원관리,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사항을 담은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한다. 이후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참여 신청을 하여, 공동체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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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자율관리어업 참여 방법

자료: 수산정보포털, 수산현황, 자율관리어업(검색일: 2020. 10. 10.)

(1) 성공요인별 자율관리어업 운영 사례
해양수산부(2016b)에 따르면, 성공적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례
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어업 유지를 위한 어장환경관리, 휴어
기·휴어장 제도 도입, 어장감시조 운영, 어획한 수산물의 가공·체험
관광연계·특상물 브랜드 개발 등 어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 공동체
규약 강화 등이 특징이 있었다.163)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5대
성공요인으로는 리더십, 지원, 운영, 관리, 노력을 꼽았다. 성공요인
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63) 해양수산부(2016b),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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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자율관리어업 5대 성공요인
구분
리더십

세부내용
공동체 리더의 의지와 구성원에 대한 비전 제시

지원

정부 및 유관기관의 물적, 인적 지원

운영

공동체의 효율적 의사결정

관리

생산, 유통, 환경 여건 등의 개선

노력

구성원들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활동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 437

가. 공동체의 리더십에 의한 성공 사례: 성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제주 성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성산 공동체’라고 함)는 60대
이상의 해녀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령화가 많이 되어 타 공
동체보다 평균연령대가 높았다. 성산 공동체는 어촌계장을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해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생산품은 전
복, 소라, 해삼, 오분자기 등이다. 고령화 문제와 어업자원의 남획,
백화현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다.164)
참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제도에 참여한다고 없
어진 소라가 다시 나오느냐는 식의 공동체원 관심이 낮았으나, 어촌
계장의 설득 끝에 참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성산 공동체의 자율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어촌계장이며, 해녀회장과 부회장, 수
협대의원, 어촌계 총대, 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해안 쓰레기 청소, 해적생물 구제, 채포금지 체장과
기간 준수, 입어입수 축소, 소라 TAC 준수 등이 있다. 참여 초기에는
어장환경관리와 자원관리 활동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참여율도 저
164) 수산정보포털, 수산현황, 자율관리어업(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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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으나, 위원장의 꾸준한 설득과 회복되는 어업자원 생산량에 따
라 공동체원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165)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자들이 수산물 직판장 2곳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공동
분배하여, 공동체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166) 성산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직판장 수익 증대를 위하여
서귀포시와 함께 해녀물질 공연을 기획하였다. 처음에는 해녀들이
공연을 꺼렸으나 위원장의 계속된 설득을 통해 2007년 공연을 개시
하였다. 해녀물질 공연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직판장의 수산물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167)

<표 2-11> 성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구분
어장환경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활동

세부내용
해안 쓰레기 청소, 해적생물(불가사리) 구제
채포금지 체장 준수, 채포금지 기간 준수, 입어일수 축소, 소라 TAC 준수
인근 어촌계와 조업구역 등에 관한 분쟁 조정

경영방식 개선 성산일출봉 직판장 운영, 해녀물질 상설공연 시연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p. 183~197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물적·인적 지원에 의한 성공 사례: 채석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충청남도 채석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채석포 공동체’라고
함)의 구성원은 평균연령 50세로, 구성원들은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생산품은 우럭, 광어, 꽃게, 대하, 주꾸미, 해
삼 등으로 다양하다. 주민들 간의 이권다툼과 조업·유통 과정에서의
165) 해양수산부(2016b), pp. 179~186.
166) 수산정보포털, 수산현황, 자율관리어업(검색일: 2020. 10. 10.)
167) 해양수산부(2016b), pp. 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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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
영에 참여하였다.168)
참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성산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정부의 추진 방향과 지원 사항
등을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여 참여를 결정지었다.
채석포 공동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어촌계장이며, 장년층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적생물 구제, 어장 포구 청소, 넙치 치어와 모
란꽃게 등 수산자원 방류, 채포 체장 제한 등이 있다. 또한 어획량 전
량 위판을 통해 체장 미달하거나 조업 금지 기간에 어획한 품목은 철
저히 위판금지를 실시했다. 위판장 건립을 최대 현안으로 두고 공동
체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정부 지원으로 위판장의 신속한 건립과 도
로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건립된 위판장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공동위판으로 인해 위판 금
액이 35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169)

<표 2-12> 채석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구분
어장환경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활동

세부내용
해적생물 구제, 어장 포구 청소
수산자원 방류, 채포 체장 제한, 휴식년제 도입, 조업 금지 기간 설정
규약 위반 누적 시 제명

경영방식 개선 현대화 시설 도입, 인터넷 판매, 브랜드화 및 포장지 개발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p. 347~351 토대로 저자 작성

168) 해양수산부(2016b), p. 345.
169) 해양수산부(2016b), pp. 3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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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적 공동체 운영에 의한 성공 사례: 여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라남도 여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여호 공동체’라고 함)는
60대 20%, 70대 이상 70%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화가 심각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한 상태였다. 어업통계연보의 어가소득보
다 낮은 경우가 공동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았으
며, 주민들은 타지인에게 마을어장을 빈매한 임대료를 분배하여 생
활하였다.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였다.
참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성공 사례 설명을 통
해 빈곤 타파 비전을 제시했고, 이것이 구성원의 지지를 얻어 참여가
이루어졌다.170)
주요 활동으로는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금지 체장·금어기
설정, 휴식년제 운영, 계통판매, 직판장·어촌체험관 운영 등이 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통해 주요 생산품인 꼬막, 바지락, 새조개 등의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광객 또한 매년 300명 이상 방문
하게 되었다. 여호 공동체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이로 인한 공동체원
들의 단결력 강화가 원동력이 되어 다양한 사업을 일사분란하게 추
진할 수 있었다. 또한 매 사업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면보고를 실
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통한 회계처리로 인한 공동체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였다.171)

170) 해양수산부(2016b), pp. 109~115.
171) 해양수산부(2016b), pp. 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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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여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구분
어장환경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활동

세부내용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해안가 청소
금지 체장·금어기 설정, 휴식년제 운영, 해중림 보호관리
전 어장 공동생산, 공동관리 → 개인양식장 적극 관리

경영방식 개선 계통판매, 브랜드화 추진, 직판장 운영, 어촌관광 활성화, 체험관 운영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p. 117~119 토대로 저자 작성

라. 유통 질서 확립 등 관리에 의한 성공 사례: 미더덕 영어조합법인 자
율관리어업공동체
경상남도 창원시의 미더덕 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미더덕 공동체’라고 함)는 구성원 평균연령 63세의 공동체로, 대체
로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미더덕이다. 개별 생
산·판매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 등을 해결
하기 위해 2004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운영에 참여하였다.
미더덕 영어조합법인 회장이 수산사무소 어업인 교육에서 자율관
리어업 제도를 알게 되었고, 회원들의 참여 의사를 파악해 만장일치
로 찬성하여 공동체 운영이 시작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해안가 청소, 수하
연 간격조절로 생산량 조절, 어장휴식년 실시, 축제 개최, 공동위판
장 건립, 지역특산 브랜드화 등이 있다. 판매창구 단일화를 통해 상
품성을 개선하고, 젓갈 등 가공품을 생산하여 시장과 인터넷 판매를
실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172)

172) 해양수산부(2016b), pp. 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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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구분

세부내용

어장환경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활동

어장환경·저질 개선, 해적생물(진주담치) 구제, 해안변 청소
생산량 조절, 어장휴식년 실시
어장 감시조 운영, 불법어업 추방, 선진지 견학

경영방식 개선 수급 조절, 지역특산 브랜드화, 공동판매 출하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p. 133~119 토대로 저자 작성

마.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한 성공 사례: 진도 보전참전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라남도 진도 보전참전복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진도 보전참
전복 공동체’라고 함)는 구성원 평균연령 56세이며, 30~60대 사이의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별한 갈등이나 분쟁 없이 소득 향상과
조직 발전을 위해 2005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폐어구 수거, 해안가 청소, 인근 어촌계와의 화합
행사 추진, 분산출하, 먹이공급 자동화, 수술 등이 있다. 진도 보전참
전복 공동체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인근 어
촌계와도 공존 분위기 조성으로 분쟁을 사전 방지했다. 또한 자체 브

<표 2-15> 진도 보전참전복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주요 활동
구분
어장환경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활동

세부내용
폐어구 수거, 해안가 청소
인근 어촌계와의 정기적 화합행사 추진, 현안사항 협조로 분쟁 사전 예방

경영방식 개선 분산출하, 먹이공급 자동화, 수출, 적정시설
주: 양식어업 특성상 자원관리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p. 84~85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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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개발과 인터넷 판매 등도 실시하며, 꾸준한 양식 기술 향상을
도모했다. 위원장은 타 공동체와 달리 2년 임기제로, 위원장 한 명의
리더십에 의한 공동체 운영을 지양했다.

(2)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성과와 한계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중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년 동안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냈다. 또한
2020년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자율
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내실
을 다졌다. 자율관리어업 제도가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
적인 어장환경·수산자원 관리를 가능케 했다는 성과와 함께 한계 역
시 존재한다.
앞선 사례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성공사례를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자율관리어업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의 의욕과 의지에 따라 공동체원의 단
결과 사업 추진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잘 운영되던 공동체도 리
더가 바뀌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양
성과 더불어 공동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며, 정부는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연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공동체에 50~150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지급한다. 국비 50%, 지방
비 40%, 자부담 10%로 지원하며, 2005년부터 실시했다.173)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동체 참여를 유인해왔는데, 최근 지속적인 자
율관리어업 예산 축소로 육성사업비 역시 감소하고 있어, 공동체의
173) 정부24(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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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지 역시 저하되고 있다. 제도의 작명과 취지가 ‘자율’관리어업
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 스스로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 천관산 동백숲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림에 있는 식
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
내 최대 동백숲 천연림으로 2000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관산 동백숲은 호남 5대 명산이라 인정받으며,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천관산을 선정했다. 20만 ㎡에 이르는 천관산
동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 동백 군락지로 2000년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007년에 단일 수종 최대 군락지로 한국 기네
스 기록에 등재되기도 할 만큼 산림유전자원으로서 가치를 높게 평
가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체계 구축과
국립 천관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우드랜드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생
태적인 산림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천관산 산림자원을 합리적 산림관광 모델로 개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174) 이처럼 천관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동백숲의 지속적
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해지면
서 2018년에 산림청 주관으로 천관산 동백숲 산림유전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천관산 산림유전자원보호 및 주
민 소득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방안과 산림유전자원을 활용한 지역
174) 산림청 보도자료(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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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산림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위해 천관산 동백숲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중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참여주체별 역할, 사회적경
제기업 설립을 위한 주민조직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1) 동백숲 거버넌스의 개요
서부지방산림청(2018)에 따르면 천관산 동백숲 거버넌스 체계 구
축을 위해 ‘(가칭)천관산 동백숲 보존과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거버넌스의 성격은 논의구조이자
실행구조로 회의체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필요시 숲 보존 및 활
용, 주민소득사업 등 사업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거버넌스 구축 시 고려사항은 ① 산림청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
향에 대한 인식 공유, ② 공동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한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합의 도출, ③ 주민참여의 범위 확정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이다.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에 관한 이해와 합의, 산림청 내 개별 지침으로 위상 정립 및 안정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사업개발에 관한 예산 편성, 회의 및
사업의 환류성 제고, 쟁점과 갈등요소의 표출과 관리 등을 필요 요소
로 정하였다.175)
동백숲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과 운영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해 볼 때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정
책수용성과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합의, 거버넌스 운영의 제도화, 거
버넌스 참여 주체 간의 갈등 관리, 사업발굴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의
지속성 유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175) 서부지방산림청(2018), pp. 103~104, 일부 내용 저자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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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동백숲 거버넌스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운영 요소
고려사항

 산림청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공동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한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합의 도출
 주민참여의 범위 확정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운영요소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와 합의
 산림청 내 개별 지침으로 위상 정립 및 안정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사업개발에 관한 예산 편성
 회의 및 사업의 환류성 제고
 쟁점과 갈등요소의 표출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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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부지방산림청(2018), pp. 103~104 내용을 표로 재구성

(2) 동백숲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역할
거버넌스 참여주체로 산림청, 전라남도, 장흥군, 신평마을회, 동백
숲보존회, 숲 전문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경영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서부지방산림청(2018)에 따르면 산림청은 천관산 동백숲
의 보존 및 활용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실행계획 공식화, 민관협
력체계 운영 지원,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동백숲 보존 및 활
용계획 수립, 마을단위의 동백숲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
의 공동 추진, 마을 제품의 고도화 지원, 신평마을 마을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참여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라남도는 천관산 동백숲 활용
을 통한 주민소득창출 농업융복합사업, 산림휴양사업 홍보 및 전문
인력 훈련지원, 천관산 동백숲 및 장흥군 내 소재 마을, 전라남도 내
동백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담당한다. 장흥군은 신평마을 비
전에 관한 주민과의 합의 도출, 마을 주민 참여를 통해 동백숲 보존
과 활용에 대한 군 자체 중장기 계획 수립,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
설 투자 및 연계사업 발굴·적용, 신평마을 공동체 기반조성과 공동사
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비 제공 및 시범 운영, 동백숲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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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으로서의 가치인식과 공동체적 관리·활용에 관한 사례 벤치마
킹 등 주민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는 동백숲
의 자연자원 가치, 동백숲의 지속적인 활용방법, 신평마을 공동체 의
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공동체에 기반한 동백숲 활용 비
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농업융복합, 사회적
경제, 제품개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
축, 주민조직 수준에 맞는 단계별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 모델 창출
및 지속적인 협력자 역할 등을 담당한다. 주민은 산림유전자원이자
향토자원으로서의 동백숲 가치 인식 제고, 동백숲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역할 인식, 동백숲의 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활용방안 습득, 동백숲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담조직 구축 및 동백
숲보존회의 역할 제고,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형 사
회적경제조직 설립과 지속적인 경영 등을 맡는다.176)
동백숲 거버넌스 참여 주체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 광역·
기초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장흥군, 신평마을회, 동백숲보존회에 소속
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거버넌스 사례의 경
우 민간기업, 학교,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백숲 거
버넌스는 민관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정
부와 주민 간의 신뢰 형성과 정책 수용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림청, 전라남도, 장흥군의 주민 간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 모든 역할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176) 위의 책, pp. 104~105, 일부 내용 저자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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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동백숲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역할
주체
산림청

역할
 산림청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공동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한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합의 도출
 주민참여의 범위 확정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와 합의
 산림청 내 개별 지침으로 위상 정립 및 안정화
전라남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사업개발에 관한 예산 편성
 회의 및 사업의 환류성 제고
 쟁점과 갈등요소의 표출과 관리

장흥군

 신평마을 비전에 관한 주민과의 합의 도출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동백숲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군 자체 중장기 계획 수립
 주차장, 진입로 등 다양한 기반시설 투자 및 연계사업 발굴·적용
 동백숲의 가치인식과 공동체적 관리·활용에 관한 사례 벤치마킹 등 교육·훈련 지원
 신평마을 공동체 기반조성과 공동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비 제공
및 시범 운영

전문가

 농업융복합, 사회적경제, 제품개발, 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동백숲의 가치, 동백숲 활용방법, 신평마을 공동체 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공동체에 기반한 동백숲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연계
 주민조직 수준에 맞는 단계별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 모델 창출 및 지속적 협력

주민

 산림유전자원이자 향토자원으로서의 동백숲 가치 인식 제고
 동백숲 보존의 필요성과 주민의 역할 인식
 동백숲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활용기법 습득
 동백숲 보존 및 활용 전담조직 형성 및 동백숲보존회의 역할 제고
 마을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형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과 지속적 경영

자료: 서부지방산림청(2018), pp. 104~105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동백숲의 지속적인 보전·활용을 위한 주민조직화
동백숲 거버넌스는 산림유산자원인 동백숲을 지속적으로 보존·활
용하기 위해 산림청, 지방정부,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이다. 산림유산자원 관리를 위한 목표, 전략, 관리방식 등을 공유하
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를 발굴·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림유산자
91

제
2
장

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일자리, 사
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민조직을 구성할 때, 주
민을 하나의 이해관계단체로만 구분하지 않고 주민 내에서도 다양한
주민의 성격, 참여의지, 참여도 등에 따라 참여방식을 유형화하여 주
민별 역할 구분과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조직화는 자연
자원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2018)에 따르면 주민조직 구성 시 주민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동백숲을 활용한 비즈니스 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
는 주민이다. 해당 주민은 주민조직 운영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권한
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둘째, 비즈니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
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다. 해당 주민은 자연자원의 생산과
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외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
제공 등의 역할에 참여한다. 셋째, 별도의 기여를 할 수는 없으나 동
백 활용을 통한 마을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로 소수의 고령자 주민
이 해당된다. 이렇게 주민조직 구성 시 주민 유형별로 구분은 하지만
거시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의 대상은 주민 전체가 해당하며,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업조직은 동의하는 주민들에 한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마을인 신평마을회 주민들로 공동체 비
즈니스 운영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동백숲 관련된 동백숲보존회, 동
백나무 군락을 지니고 있는 장흥군 타 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공동체 비즈니스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177)
177) 위의 책, pp. 106~107, 내용 저자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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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주민 참여유형별 주민조직 내 역할
직접참여  산림자원 활용 비즈니스 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 창출 및 이익 환원
주민  주민조직운영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주민
 공동체 비즈니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조직사업에 부분적으로
부분참여 참여하는 주민
주민  산림자원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외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 제공

그외
주민

 공동체 비즈니스 조직활동에 별도의 기여를 할 수는 없으나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발전을 기대하는 주민
 소수의 고령자 주민

자료: 서부지방산림청(2018), p. 106 내용을 표로 재구성

주민조직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위해 교육훈련, 주
민조직 운영에 관한 가이드북 제작, 공동체 비즈니스를 위한 운영원
리 공동 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훈련은 외부전문가 활
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 이해, 사회적경
제의 원리와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등에 관한 이해, 동백숲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법률과 정책, 산림자원 보존과 활용 관련 주민참여 사
례,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원리와 프로그램 이해 등의
내용으로 주민조직 교육을 실시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외부 전문가
로는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
다.178)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역특화 산림비즈니스모델 개
발 및 산림분야 경영체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
로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산림자원과 지역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영체 발굴,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은

178) 위의 책,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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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산업일자리발전소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 절차

자료: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산림일자리발전소(2020), pp. 10~11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산업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그루경영
체,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추진된다. 기관별 역할로 산림청은 기본계
획 및 사업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
당한다. 한국임업진흥원(산업일자리발전소)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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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루매니저 선발, 활동상황 관리,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맡는
다. 그루매니저는 현장 지원 전문가로 지역주민 주도의 산림비즈니
스 사업체 구성 및 사업 실행을 지원한다. 그루경영체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 사업체 창업, 교육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각종 사업
을 운영하게 된다. 지자체의 산림부서는 그루매니저 활동을 지원하
고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담당한다. 추진절차는 지역별 자연자원 조사, 공동체 발굴, 산림비즈
니스 모델 개발, 산림형 기업 창업, 소득창출, 지역환원 순으로 진행
된다. 본 사례를 통해 공공의 역할은 단순한 주민주도의 산림자원 관
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는 지역 소득 창출 등 자원의 활용성
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사례연구의 시사점
국내외 자연자원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
례별로 자연적인 조건이나 관리를 해온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국가
별 법률 이행체계의 차이 등이 있어 일반적인 원리로 제시할 수는 없
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성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오랜 역사적 배경
을 가지고 자연자원을 관리해오던 지역공동체의 관리방식을 우선적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지역공동체가 여전히 공
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될 때 특히 그렇다. 미국의 마카 부족이
나 뉴질랜드 마오리족, 필리핀 아포섬과 같이 해당지역을 떠나지 않
고 거주하는 토착민의 관리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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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이 존재한 시간과 역사를 통해 해당 자연자원을 상당기간 지
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국가의 체계나 법적 여건이 바뀌었다 할지라
도 기존의 관리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국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나 어촌계 모두 스스로 결
정한 내부 규약에 따라 어업이나 어장을 관리한다. 필리핀 아포섬에
서도 정해진 공간에서 수확량을 제한하거나 채취금지구역을 정해 엄
격히 유지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정해진 규칙과
이에 대한 준수가 외부의 규제나 통제 없이도 지역 스스로 자원관리
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셈이다.
셋째,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에는 정부와
전문가, 지역의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세심히 조율해야 한다. 필리핀 아
포섬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관리방식의 변경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자연자원 관리의 실패 내지 균열로 이어졌다.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는 정기협의회를 통해 마산만 해양환경 현안
을 의논하는데, 의결이 필요한 경우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몇 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산만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가 깊어지고 이견들이 조율된다. 천관산 동백
숲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참여주체별
역할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유산자원의 보존·활용을 도모했다.
넷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부 부문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사회적·공적 영역에 속하고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연자원 관리의 핵심적 요소이다. 심각한 관리상의 현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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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는 늦기 때문에 사전에, 상시적으로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를 확보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179) 자율관리어업에
서도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이 약화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이행이 느슨해진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까지 어촌계
나 자율관리어업이 어업이나 어장관리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어업
외적인 부분에서 환경의 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자연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환경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갯벌이나 해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자원관리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거버넌스 체계 안에
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정한 예산을 공급함은 물론, 지역의 역
량과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과 같이 비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제3절 국내외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의 시사점
본 2장 1절에서는 자연자원 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주제로
자연자원의 개념, 자연자원 관리의 이론적 쟁점, 해양자원 관리의 법
리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자연자원 관리 이론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
용할 수 있지만 양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적 성격을 띠는 공유재이다.
명확한 주인이 없지만 대신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세
179)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이사(2020. 5. 6, 대한민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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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전 세계적
으로도 자연자원은 정부, 시장, 지역공동체 등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
하며 관리해왔다. 이에 그간 관리 주체별로 추진해 온 공유재 관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관리 방식은 국가가 공유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예산 확보 및 공
급은 용이할 수 있으나 관리의 주체가 공유재의 직접적 이용자가 아
니므로 각 지역별 공유재의 특성 및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동기부여가 적어 관리 소홀·태만으로
이어지는 등 관리의 효과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공유재를 시장기구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은 이를 사유화하
여 소유권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명확한 주인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
나 오히려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근본적 개념과 성격이 맞지 않다.
셋째,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공유재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다. 이들은 공유재의 직접적 이용자이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등 외부로부터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공유
재의 효과적 관리라는 단일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현명한
리더가 필요하다. 자치적 관리를 통해 지역 내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는 한 성공적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외부의 도
움 없이 자체적으로는 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관리 방식은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을 통틀어
하나가 아닌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공동관리하는 방법이다.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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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리더의 리더십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각 지역별 공유
재의 특성을 파악해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법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제3의 주체인
NGO의 참여를 통한 조직적 관리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공동
체의 자치적 관리를 존중하면서 외부의 지원이 수반된 공동관리 방
식이 자연자원의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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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공유재 주요 관리 방식과 장단점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이론 연구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만 개별 거버넌스
사례에서도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갯벌이라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갯벌을 수산과 같은 경제적 이용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자원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좁은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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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갯벌을 메워 연안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
지만 갯벌은 수산물 공급은 물론 오염정화 및 재해방지, 여가 및 관
광, 서식지 제공 등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간척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은 분명하나 수산자원
생산에서 나아가 갯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
다.180) 이는 갯벌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수산
물 생산 공간으로서 갯벌에서 범위를 확대해 갯벌의 다른 기능도 함
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내 갯벌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형성된 불평등을 변화된 현
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갯벌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
는 어민들로 형성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패류 등 수산물을 채취하거
나, 정부 또는 개발사업자들이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환경정의와 공공신탁이론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권리자 외 다
른 일반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도 갯벌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측면에서
갯벌 이용에 대한 권리를 공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한
편, 사법적 측면에서는 갯벌 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지역
주민 외 다른 일반 국민에게 확대할 수 있는 이론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180) 해양수산부(2016b),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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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공유재 관리에 기초한 갯벌 거버넌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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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장에서는 갯벌에 필요한 관리체계 내지 거버넌스를 검토하
기에 앞서 일반적인 자연자원의 관리의 법리적 쟁점이나 거버넌스의
사례, 관리방식을 살펴봤다. 관리체계의 핵심인 관리 주체의 측면은
물론 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례와 이론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3장에서는 앞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
와 사례,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
갯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살피고, 최근 관리여건의 변화도 환경
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갯벌이 펼
쳐져 있는 지역 현장에서 갯벌의 실제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갯벌관리와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면
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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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갯벌 관리 현황
1. 갯벌 관리 관련 법제도
1) 개관
갯벌은 연안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정화
하는 환경적·생태적 기능과 각종 어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
여 공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81) 이에 따라 우리나
라는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의 주무부처로서 해양환경과 수산의 소
관 법률에 따라 갯벌을 관리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 관련 법률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 「습지보전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
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이라 한다)이 있고, 수산 분야 주요 법
률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이 있다. 이하
본 절에서는 이러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갯벌 관리와 관련된 법
제도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역 등의 지정·관리 중심으로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해양환경 분야 법제도
(1) 해양생태계법
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해양생태계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181) 현대해양(검색일: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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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
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위 기본계획에는 ①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②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③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④ 해양생태축의 구
축·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등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전반을 보전·관리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182)
그리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6항).

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생태의 원시성, 해양생물다양성, 지형·지
질·생태의 특이성,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
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182) ‘해양생태계’는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
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함. 따라서 갯벌은 해양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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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특히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세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계획서에 지형도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기
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법 제28조). 관리기본계획에는 ① 해양생태계 및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②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③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④ 해양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등
해양보호구역 내에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
의 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 행위제한

「해양생태계법」은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
다. 즉, 누구든지 ①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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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이식·훼손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행위, ③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④ 공유수면에서의 바
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공유수면의 매립,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같은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5항).18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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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사전예방적 관리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1항).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등184)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조하여 해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
183) 개발행위등이란 해양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을 말함(법 제
4조 제1호).
184)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연해안·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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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5항). 특히 해양수산
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행위
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4항).
<표 3-1> 해양생태계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복원

주체

절차기구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시행
(세부 실천계획)

시·도지사

-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금지행위)

-

사전·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료: 저자 작성

(2) 습지보전법
가.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습지보
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
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185) 이 경
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5조의2 제1항).
108

제 3 장 갯벌 관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위 기본계획에는 ①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②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③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습지보전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7항).

나. 습지지역의 지정·관리
㈀ 습지지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생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경관·지형·지
질학적 특이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
여 연안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
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습지보호
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
역, ②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
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186)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
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3항). 특히 해양수산
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185)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인 내륙습지는 환경부장관이, 만조(滿
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
역인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함. 따라서 갯벌은 연안습지 중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습지보전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음.
186) 이하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을 통칭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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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습지보전계획에
는 ①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행위제한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을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
지 습지보호지역에서 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
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
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3조 제1항). 그
리고 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특히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
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3항).

다. 훼손된 습지의 관리
「습지보전법」은 정부에 대하여 훼손된 습지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
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1/4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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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지정 당
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
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그리고 정부는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5년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
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표 3-2> 습지보전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습지보전
기본계획

습지지역

훼손된 습지의
관리

주체

절차기구

수립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시행
(습지보전실천계획)

시·도지사

-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공청회 가능

습지보전계획

해양수산부장관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금지행위)

-

관리의무

정부

-

자료: 저자 작성

(3) 갯벌법
가.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갯벌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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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해
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위 기본계획에는 ① 갯벌생태계의 현황, ② 갯벌 어업, 어장 등 갯
벌등의 이용 현황, ③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⑤ 갯벌생물의 서식환경
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⑧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⑨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나.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
계를 갖고 있는 경우, ②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특히 갯벌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
에 따라 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
역, 갯벌체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갯
벌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3항).
㈁ 갯벌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갯벌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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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야 한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갯벌관리구역별로 5
년마다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갯벌관리계획에는 ① 관리
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 갯벌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③ 갯벌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
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갯벌관리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
㈂ 행위제한

「갯벌법」은 등 갯벌관리구역 내에서 토석 또는 광물 채취 등 원칙
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갯벌관리구역
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갯벌관리구
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갯벌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갯벌휴식구역에서 출
입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다만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 갯벌복원사업
㈀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갯벌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
분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해양보호구역, ② (연안)습지보호지역, ③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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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관리구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18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1항).188)
그리고 시·도지사는 ① 시·도해양보호구역, ② 시·도지사가 지정·고
시한 습지보호지역, ③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
는 사업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마지
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갯벌복원사업계획

㈀에서 살펴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
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①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②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③ 복
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훼손된 갯벌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동조 제3항).
㈂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

㈁과 같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는 갯벌
18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함(시행령
제12조).
188) 다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할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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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
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및 제3
항).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은 ① 사업시행자의 명칭, ② 사업의 명
칭, 목적 및 면적, ③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
다), ④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다), ⑤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⑥ 재원조달계획, ⑦ 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⑧ 복원사
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
칙 제16조).

<표 3-3> 갯벌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

주체

절차기구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시행

-

-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갯벌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금지행위)

-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갯벌복원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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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 분야 법제도
(1) 수산업법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
4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5
항). 특히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
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나. 면허어업 어장의 관리
㈀ 면허어업

「수산업법」은 어장을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으로
정의하고, 마을어업, 패류양식어업 등 면허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8호 및 제8
조 제1항). 특히 갯벌어업의 경우 대부분 마을어업189)이나 패류양식
어업190)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갯벌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반
189)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
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함(법 제8조 제1
항 제6호).
190) 패류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함(법 제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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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해당 어업에 대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취득이 필요
하다.191) 다만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하고,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은 ①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또는 ②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 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
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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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수산업법」은 어장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주체를 정하고 있다. 즉, 어
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
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
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우선 어촌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어장관리규약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
이 아닌 자도 ①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②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③ 제
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191) 마창모 외(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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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구별수협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92) 외에는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
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
는 조합원이 행사한다(법 제37조 제2항).
㈂ 어업권 및 입어 등의 제한

「수산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와 입어
자가 협의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
군수·구청장은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193)에 대하여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법 제39조). 그리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입어자와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192) 1.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
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22조).
19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②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③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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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수산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에는 ①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수산
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도수산조

<표 3-4> 수산업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어장이용
개발계획

면허어업
어장의 관리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주체

절차기구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수산조정위원회

시행

-

-

면허어업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어촌계(계원)
지구별수협(조합원)

-

어업권 및 입어
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
마을어업의 어업권자
및 입어자

-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행

시·도지사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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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기르는
어업 발전 시행계획에는 ①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
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②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③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수
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법 제51조 제2항).

(2) 수산자원관리법
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①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③ 과학적인 자
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④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
복계획에 관한 사항, ⑤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⑥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
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동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기
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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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
고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이 200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은 두 차례 수립되었다. 가장 최근인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
본계획(2016~2020)에는 6개 중점과제, 24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
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융·통합을 통한 효
율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정책방향
으로 ‘선진화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관리 체계 도입 및 통합
자원회복·관리정책을 통해 자원관리 효율화 추진’과 ‘어종 관리 중심
에서 공간(수면)관리 병행을 통한 자원관리 효과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정책목표와 방향에서 제시된 바로는 수산자원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관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지금까지 어종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보호구역과
같은 공간 관리와 병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정책과제의 내용 중에도 어종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시스템과 같은 공간관리 정책이 큰 비
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계획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7개 분야로 정책과제를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과
학적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약 1,030억 원), 수산자원 회복
계획(166억 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선진화에 약 607억 원, 수
산자원 서식 및 생태 환경 조성에 8,406억 원,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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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억 원, 수산자원관리체계 개선 176억 원의 투자계획이 제시되기
도 했다.
관리계획의 많은 내용 중 본 연구에서는 갯벌 관리 관련하여 수산
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분야를 검토하
였다.
㈀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를 위해 생태계 기반 자원조
사·평가를 통한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서식환경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
을 통해 서식환경을 조성한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으로 갯녹음 발생 마을어장과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연안생
태계를 복원시키고 어업소득 증대 및 체험관광 개발을 위해 6차산업
형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식환경 조성과 함께 수산자원 방류
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한다.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류
종자인증제 대상품종 확대와 생태계 기반의 수산종자 방류 등을 추
진한다. 또한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의 맞춤형 품종을 발굴하고
종자생산·방류 및 방류효과조사 등 유전적 관리기법 적용과 방류 사
업대상 품종선정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지정, 관리의 명확화와 담당 관
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보
호구역 내에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개발과 보호구역 설
정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발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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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업의 지역사회에 확산 및 내실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 개편이 계획되어 있다. 지원 체계
개편 관련해서 참여의지가 높은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분
야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이나 업종 특성
에 맞는 광역화 지원 사업(공통수역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조성·관
리, 공동 유통·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등)을 발굴하여 개별공동체
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한다.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 기관들의 역할
명확화를 통해 기관별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법령·제도 위
주의 교육 과정에서 리더십, 경영교육 등 교육 커리큘럼 확대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표 3-5>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원

전략

중점추진과제

예산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추진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 환경 조성

 건강한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도모

840,60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 관리
 수산자원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 어장 환경 개선
사업 지속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추진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 강화

68,570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년)」,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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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지원을 위해 수산자원고갈 우려가 있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해 어업자 간 자발적 어업자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협
약에는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어업자 협약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약으로 정착된 자원관리조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어업별이나 지
역별로 휴어기 설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관리조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보호수면, 관리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보호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
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
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
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
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②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③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특히 지정된 보호수면에
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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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수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
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
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다만,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 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정된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수면을 관
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위와 같이 지정된 관리수면에서는 보호수면과 마찬가치로
누구든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법 제49조 제5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
의 방법(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
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할 수
있다(동조 단서).
㈂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
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법 제3조 제4호 및 제51조 제1항).
그리고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①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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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
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2항).

다. 어업자협약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
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
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항). 어업자협약에는 ① 대상수역, 대상
자원 및 대상어업, ②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③ 협약
의 유효기간, ④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⑤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
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다만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
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
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본문). 만약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동조 동항 단서).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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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
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28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표 3-6>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

보호수면

관리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업자협약

수립
시행

주체

절차기구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관리계획

시장·군수·구청장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금지행위)

-

지정
관리이용규정

시·도지사

-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금지행위)

-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행위제한 대상

일반국민
(허가대상행위)

-

체결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가능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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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장관리법
가. 어장관리 기본계획
「어장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
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위 기본계획에는 ① 어장관리
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②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③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
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위 시행계획에는 ① 면허·허
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②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
에 관한 사항, ③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④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이러한 어장관리 기본계획은 최근 제3차 계획(2017~2021)이 수립
되어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
여 9개 중점과제,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이를 위한 총 예산은 총
1,724억 원 규모이다. 2016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밝힌 어장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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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제도적 성과194)로는 우선 전국 57개 해역, 261개 정점에서
어장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어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수산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했다. 「어장관리법」 개정(2013)을 통해 어장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듭급에 따라 어장면적·위
치 및 어장환경개선 조치가 가능해졌다. 어장환경 모니터링에는 수
질에 대해서는 수소이온농도와 용존산소, 해저 퇴적물에 대해서는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총유기탄소, 산휘발성황화물의 측정값 등
이 어장환경기준에 이용된다.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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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매체

해수수질

해저 퇴적물

항목

수소
이온농도

용존산소
(㎎/L)

용존무기
질소
(㎎/L)

용존
무기인
(㎎/L)

기준

7.8~8.2

3.0 이상

0.14 이하 0.04 이하

총유기탄소
(㎎/g-dry)

산휘발성
황화물
(㎎/g-dry)

20 이하

0.5 이하

주: 1) 해수수질은 연 평균값 사용
2) 해저 퇴적물은 2, 8월 평균값 사용
3) 용존산소는 여름철 해저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의 수층의 농도값 사용
자료: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09호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장환경의 변화에 바
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망이 전국에 51개소(수온 43개소, 빈
산소수괴 8개소)에 불과해 냉수나 고수온, 빈산소 등 어장환경의 이
상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인 해양수산부(2016)에서 정책
194) 해양수산부(2016), pp. 42~45.
195) 어장환경평가를 통해 어장청소와 양식어장 재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장정화로는 2014년
6,287톤, 2015년 5,892톤, 2014년 4,448톤이 수거 처리 되었으며, 면허구역 이탈 또는 초과
양식시설에 대한 어장재배치 면적도 같은 기간 27ha에서 시작해 84ha, 73ha까지 늘려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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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실시간 관측망 부족으로 정
보제공이 어렵고 이에 따라 어장청소를 하기 위한 어장청소 방법과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점, 양식장 친환경부표의 보급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장의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지
자체 담당자나 어업인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꼽았다.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반영한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에서는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사용 의무화(2021)’와 ‘지속가능한 어
장생산력 현장 적용(양식할당제 근거 마련)’, ‘어장개선물질 및 장비
의 인증기준 도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고, 3
대 전략으로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확보’ 등을 꼽고 각각에 대응한 중점추
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략인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전략에는 3개 중점추진
과제로 어장환경 진단·평가 고도화, 과학적 어장환경 기준 마련, 어
장정보 활용기반 구축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전략에서는 생태계 기반 어장관리 도입 및 확대, 어장환경 및
어장생산성 개선, 잠재위험의 선제적 대응 강화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어장환경 및 어장생산성 개선이 전체 예산의 80%가 넘게 배정되
어 있는 등 전체 계획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
여형 어장관리 기반 전략에서는 어장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자율관
리 활성화, 교육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비중이 컸던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에는 어장정화사업의
예산을 크게 확대해 잡았고 이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하며
폐어구 보관시설을 늘리고 굴 패각 등 양식폐기물 처리사업 등이 포
함되어 있다. 각 전략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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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예산 규모
전략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 강화
(211억 원)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1,486억 원)

중점추진과제

예산(억 원)

 어장환경 진단·평가 고도화

158

 과학적 어장환경 기준 마련

42

 어장정보 활용기반 구축

11

 생태계 기반 어장관리 도입 및 확대

45

 어장환경 및 어장생산성 개선

1,418

 잠재 위험의 선제적 대응 강화

23

 어장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2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자율관리의 활성화
확보(27억 원)
 눈높이 교육·홍보 방안 마련

5
20

자료: 해양수산부,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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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어장의 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생산력 저하 양식장 중
심으로 어장환경 정밀진단(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영양염류 등)을
수행하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어장재배치, 어장휴식 등의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기반 및 기법 고도화를 위해서 어류가두
리에 한정된 어장환경평가대상을 모든 양식장으로 확대하고 평가기
법 고도화(퇴적물의 유기물 오염도, 저서생물의 건강도지수), 기준을
재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어장환경기준마련 관련하여 어장환경기준 갱신을 통해 친환경적
인 수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역별·품종별 특성이 달라 어업인들이 어장 청소하는 기
준 부재로 어장환경 개선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어장청소 방
법 및 기준 설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어장환경 오염 대응과 관련하여
어장환경에 미치는 위해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식에 활용되
는 기자재에 대한 기준도 없으므로 오염부하량이 높은 양식기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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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어장환경 모니터링, 어장환경평가, 어장개선물질 및 장비인
증 등 어장환경정보망이 조사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를 해결하고자 통합적인 정보망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어장정보 제
공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표 3-9> 과학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별
어장환경 관측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

계
14,250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 규명

700

어장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기법 고도화

800

어장환경기준 갱신 및 수산물 친환경 기준 마련

1,050

어장청소 방법 및 기준 마련

800

양식기자재 친환경 기준 마련

950

어장개선물질장비인증 기준 마련 및 체계 구축
GIS기반 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어장환경정보망 서비스 고도화

1,400
100
1,000

계

21,050

자료: 해양수산부,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p.16.

㈁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어장환경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양식할당제를 시범
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에 해역별·품종별 총허용양식량 설정 및 해역
별 양식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장수
용력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별·품종별로 양식할당제를 적용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어장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장기적인 어장이용에 따른 어장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회복 능력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해역별·품종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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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경의 회복능력 조사를 통해 생산성 저하 원인과 어장휴식년제
이행에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장생산
성 회복을 위한 어장 재배치 추진과 어장휴식년제 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통한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잠재위험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육상기인 오염원 어장영향조
사를 실시하여 육상기인 오염원의 시기별·공간별 유입·확산 경로 모
니터링과 육상양식장 배출수 방출실태 조사·배출기준을 마련한다.
기준 설정, 육상 양식장별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방안 및 관리지침 마
련 등을 통해 육상기인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영향분석 및 저감대책
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후변화에 따
른 어장환경이 받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 시계열 DB를 축적한다. 이를 통해 해역별·품종별 수
산생물의 서식분포 및 양식적지 변화에 따른 양식 지도 제작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표 3-10>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별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산정

계
3,600

해역별 양식할당(쿼터)제 시범사업 추진·확대
어장환경 회복능력 조사

200
750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141,297

어장생산성 회복사업 추진

500

ㅇ 육상기인 오염원 어장영향조사 및 저감대책
ㅇ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모니터링
양식품종 변화에 따른 어장정비 방향 연구
계

1,500
800
148,647

자료: 해양수산부,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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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

어장관리 이행평가의 객관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장관리 이행평
가 지침을 마련하며, 어장관리 유형별로 계획수립, 시행, 이행점검,
성과측정, 제재사항, 종합평가 및 환류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어장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어장관리
및 어장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어장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에는 어장정화사업, 친환경
부표 우선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업종 간 자율협약
으로 상호 시설규모를 줄이거나 어장시설 배치 등에 합의 시 인센티
브 부여 방안을 강구한다. 어장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양식업종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사전 분쟁조정 컨설팅을 추진하며, 관
련 해양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어장관리 주체인 어업인의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어업인용 어
장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어장관리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수행
하여 어장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한다.
<표 3-11> 참여형 어장관리 기반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별
ㅇ 어장관리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어장관리 이행평가 개선
ㅇ 어장 관련 자율관리 지원사업 활성화
ㅇ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 지원
ㅇ 어장이용 분쟁조정 강화(협의회 및 컨설팅 지원)
ㅇ 어장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250
500
1,000

ㅇ 어장관리 의무교육 과정 개발 및 추진
ㅇ 알기 쉬운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계
자료: 해양수산부,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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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0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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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① 어장환경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법 제5조 제1항).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
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
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
갱신196)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
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
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
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어장휴식을 실시하
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다.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
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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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
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
다(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13조 제1항).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197)에 따라 매
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만, 시장·군

<표 3-12> 어장관리법의 주요 제도별 주체 및 절차 기구
구분
어장관리
기본계획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관리

어장의 정화와
정비

주체

절차기구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행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면허·허가동시
갱신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어장휴식계획

시장·군수·구청장

-

어장관리의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197)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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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수
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3항).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갯벌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해양환경 분야와 수산 분
야로 크게 구분하고, 계획의 수립·시행, 구역 등의 지정·관리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갯벌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측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절차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분야의 법률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과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인 실천계획에서는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지만 절차 기구에 내용이 빠져 있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행 주체가 규정되지 않
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시행주체를 시·도지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립 절차를 구체
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구역 등의 지정·관리 측면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
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은 갯벌을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 갯벌관
리계획, 보호수면 관리계획,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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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해당
갯벌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갯벌의 특성에 대하여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물론 해양보호
구역관리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524호)’에 따라 중앙관리위원회와 지역관리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조직 등 구체적인 절차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
해양수산청은 법률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습지지
역,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
계획,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
립 및 운영, 관리구역별 관리업무 수행 등 실무상 관리 업무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다. 만약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획 수립과 실제 관리의
괴리가 발생하여 원활한 갯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의
수립 이전부터 필요한 관리사업 내용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한편, 계획 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넷째, 환경 분야 법률에서는 주로 해양이나 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
사와 이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이 주를 이루고, 보호구역이 지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대개 매립 금지로 대표되는 보전적 조치를 취하는 데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갯벌과 주변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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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역 등의 지정·관리

어장관리법

·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

· 갯벌복원사업
(시행, 사업계획, 실시계획)

· 훼손된 습지의 관리

· 해양생태계의 복원

기타

· 어업자협약

· 어장의 정화와 정비

· 보호수면
: 지정, 관리계획, 행위제한
· 관리수면
: 지정,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
행위제한
·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계획, 행위제한
· 어장관리해역
: 지정, 면허·허가동시갱신, 어장휴식계획

· 면허어업 어장의 관리
: 면허어업,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어업권 및 ·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입어 등의 제한

· 갯벌관리구역
: 지정, 갯벌관리계획, 행위제한

·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갯벌법

· 해양보호구역
: 지정, 관리기본계획, 행위제한
· 습지지역
: 지정, 습지보전계획, 행위제한

·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법

자료: 저자 작성

수산

해양
환경

구분

<표 3-13> 갯벌 관리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
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수단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갯벌은 과거 오랜 기간 어장 아니면 간척의 대상이었다.
대규모 간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갯벌은 많은 수산 관련 법률에서 어장으로서 의미만 갖는다. 그것도
개별 어장에 대한 관리 중심이다. 어장이 속한 갯벌 생태계, 나아가
만(灣) 단위나 동일한 수괴(水槐), 연안유역의 영향을 받는 이른바 생
태권역(ecoregion) 전체에서 갯벌의 변화를 보거나 수산물이 생산되
는 수산자원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은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개별
어장의 변화에 대한 어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선 지자체나 정부
에서는 어민이 주장하는 경운이나 모래 뿌리기 등 대증적 방식으로
만 갯벌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2. 갯벌 관리 및 운영
1) 갯벌 현황 조사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우리나라 갯벌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생태계의
현황·특성 파악,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해양보호 생물 관리, 해
양생물종다양성 유지와 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조사로19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198) 해양수산부·KOEM(2019), p. 6.

140

제 3 장 갯벌 관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해양생태계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사는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
다.199)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조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
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200) 이러한 법적근거로 종합조사 중 갯벌 관련하여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을 확
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지침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
산부·KOEM(2019)에 따르면 종합조사는 기본조사와 중점조사로 구
분된다. 기본조사는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갯벌, 암반, 연안,
근해역 전반에 대한 시계열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조
사에 해당한다. 중점조사는 국가의 필요나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의 항목, 빈도, 강도를 달리하여 집중적으
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조사의 조사항목 관련 생물 분야에
서는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바닷새 등을 조사하며, 조사세부내용
으로 종조성, 밀도, 피도, 생채량, 법정보호종, 군집특성, 건강도 등이
해당된다. 비생물분야에서는 퇴적환경의 지형단면, 입도, 산휘발성황
화물, 총유기탄소, 강열감량, 중금속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비생물분
야에서 갯벌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도 수행한다. 중점조사의 경
우 기본조사 항목 중 중요도를 판단하여 선택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 우수지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개선 및 복원 지역 등
국가정책이 적용되거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조사한다.
199) 「해양생태계법」 제10조.
200) 「습지보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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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 갯벌 관련 조사항목
대분야

소분야

조사항목

세부내용

대형저서동물

종조성, 밀도, 생체량, 건강도

염생식물

종조성, 피도, 생체량

저서생물
생물

바닷새
해양환경

퇴적환경

비생물
주민인식변화

종조성, 법정보호종, 군집특성
지형단면, 입도, 산휘발성황화물, 총유기탄소,
강열감량, 중금속
주민인식 설문조사

자료: 해양수산부·KOEM(2019), pp. 6~7

종합조사에서 갯벌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
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
지의 연성저질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201) 조사시기는 갯벌의 경
우에 퇴적환경, 대형저서동물, 염색식물 조사는 연 1회(하계) 조사,
바닷새 조사는 연 2회(동계/추계) 조사, 중점조사의 경우에는 연 1회
(하계) 조사를 수행한다. 갯벌조사정점 설계기준은 1개의 지선당 상중-하부 조간대 3개의 세부 정점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퇴적환경,
대형저서동물은 해당 지선의 동일 정점에서 조사하고 염생식물은 해
당 지선의 배후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닷새 조사지역은 갯벌
조사 지역의 생물군과 연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넓게 선정하며, 갯
벌조사정점이 집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갯벌조사정점 수
는 서해, 남해서부(홀수년도)에서 퇴적·저서 222개, 염생식물 74개,
남해동부, 동해, 제주(짝수년도)는 퇴적·저서 132개, 염생식물 44개,
중점(매년)은 퇴저·저서 198개, 염생식물 66개로 총 736개 정점이 설
정되어 있다.
201) 위의 책,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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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 갯벌조사정점 수
구분

퇴저·저서

염생식물

합계

서해, 남해서부
(홀수년도)

222

74

296

남해동부, 동해, 제주
(짝수년도)

132

44

176

중점(매년)

198

66

264

합계

552

184

736

기본

자료: 해양수산부·KOEM(2019), p. 10

<그림 3-1> 종합조사 갯벌 기본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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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KOEM(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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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갯벌실태조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하 「갯벌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
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
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202) 조사해야 하는 사항들은
면적,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오염원 및 퇴적현황, 갯벌생물다양
성 현황,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갯벌복원사업 현황,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
구·개발 현황,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갯벌생물다양
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등이다.203) 또한,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
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조사·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관리)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204) 그러나 아직까지
「갯벌법」에 근거한 갯벌실태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이에
필요한 조사 체계를 설계 중이다.

2) 보호구역 지정
(1) 습지보호지역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
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해당

202) 「갯벌법」 제8조.
203) 「갯벌법」 제8조, 「갯벌법 시행규칙」 제2조.
204) 「갯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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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
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습지
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를 통해 개
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5)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 12개소이며, 총 면적은 1,415.54㎢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은 송도갯벌 1개소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보전
계획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 유
지, 습지복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06) 습지의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습지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부합
해야 한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을 변동시키는
행위, 채취 및 채굴 행위 등이 제한된다.207) 또한, 습지주변관리지역
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습지환경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안습지보호지역의 경우 해
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8)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는
총 면적의 4분의 1 이상의 비율로 훼손된 경우에 습지보호지역 면적
의 2분의 1이상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209)

205) 「습지보전법」 제8조.
206)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
207)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
208) 「습지보전법」 제13조.
209)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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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20. 2 기준)
지역명

위치

면적(㎢)

특징

해양수산부 지정: 12개소, 1,415.54㎢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42.0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음

진도갯벌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원

1.44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순천만갯벌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28.0

 흑두루미 서식·도래
 수려한 자연경관

보성·벌교
갯벌

전남 보성군 호동리,
장양리, 영등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31.85

 자연성 우수
 다양한 수산자원

웅진 장봉도
인천 옹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68.4

 희귀철새 도래·서식
 생물다양성 우수

부안줄포만
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4.9

 자연성 우수
 도요새 등 희귀철새 도래·서식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면(Ⅰ지구),
심원면(Ⅱ지구) 일원

64.66

 광활한 면적과 빼어난 경관
 유용수자원의 보고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청면 일원

68.09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빼어난 자연경관

신안갯벌

전남 신안군

1,100.9

마산만
봉암갯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0.1

시흥갯벌

경기 시흥시 장곡동

0.71

 빼어난 자연경관
 생물다양성 풍부(염생식물, 저서동물)
 도심습지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내만형 갯벌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도래지
역

대부도갯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
4.53

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시·도지사 지정: 1개소, 6.11㎢
송도갯벌

인천연수구 송도동 일원

6.11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
꼬리도요 등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

자료: 환경부 정책자료(2020),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현황(’20.2월)’(검색일: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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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 중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연안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곳 중 연
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총 13개소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
의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의 신축·증
축, 공유수면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
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폐기물, 유독·유
해 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 위협을 가는 행위들이
제한된다.210) 행위제한 외에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
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
정 시 해당 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
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하고 있다.211)

210) 「해양생태계법」 제27조.
211) 「해양생태계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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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자료: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검색일: 2020. 5. 7.)

148

제 3 장 갯벌 관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3)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우리나라 갯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용지확
보를 위한 매립과 간척사업, 무분별한 갯벌 이용과 연안개발 등으로
갯벌의 상실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간척 농
지·염전 경제성 저하, 방조제 담수호 수질오염 악화 등 갯벌의 본래
이용목적의 상실과 식량, 여가, 정화 등의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에 대한 재인식으로 해양생태계의 복원·복구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212)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해
양생태계법」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행계
획이자 「갯벌법」에 따른 복원 기본계획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는 비법정계획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2023)’
을 수립하였다.213)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해양생태계법」 제46조제3항을 근거로 제정
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복원사업의 기본원
칙은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과학적 모니
터링 결과 반영,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214) 대
상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연안습지, 과거에는 갯벌이었으나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로 등록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염전, 양식
장 등이 해당된다. 복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
립해야 하며, 갯벌보전과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복
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갯
벌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212) 해양수산부(2018. 6), p. 1.
213) 위의 책, p. 4.
21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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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215)

<그림 3-3> 갯벌복원 사업추진 절차

자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별표 1] 갯벌복원 사업추진 절차(제12조 관련)

(1)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주요 내용
추진계획에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 관
리체계 강화와 복원 사업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전략
이행을 위한 5개 추진과제와 1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본 계획
21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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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갯벌복원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후보지 발굴·선정과 실
질적인 업무에 적용가능한 기술지침 마련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
한, 모니터링 강화, 사업 평가지표 개발과 성과 홍보를 통해 갯벌복
<그림 3-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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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2018. 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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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염전, 폐양식장 등의 자연갯벌화 추진, 해수소통로 확대 및 해수소
통 저해 시설물 제거 등을 추진하며, 갯벌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증
진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갯벌 관리와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갯벌 관리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계획에서는 갯벌복원사업 후보지 확보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현장·실무 적용 가능 세부 지침 수립을 위해 갯벌복원사업 후보지 발
굴·선정방식을 체계화하고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등 대상 갯벌 생태계 복원 후보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 확립과 복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을 강
화토록 하였으며, 특히 복원사업 기술지침은 복원유형별(해수소통형,
갯벌재생형)로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 기본계획 수립·평가, 사업 운
영·관리 등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을 계획했다.216)
또한 갯벌복원사업 이후 복원효과의 지속성 확보, 사후 평가체계
확립, 목표달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기존의 생태계 조사 중
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실질적인 복원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
링 체계로 개선한다.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갯벌복
원에 대한 성과 공유와 지속적인 관리·활용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지
역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과제로 제시되었다.217)
계획에서는 이른바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기 위해 갯벌재생형과
갯벌기능개선형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마련하였다. 갯벌재생형 재생
사업으로 폐염전, 폐양식장의 제방을 제거하여 해수유입을 통해 자
216) 위의 책, pp. 6~7.
217) 위의 책,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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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이를 유도하여 자연갯벌화를 통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자연갯벌과 주변 친수구역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할 수 있는 복합 생태공간을 마련한다. 갯벌기능개선형 재생사업
으로 쓰레기, 폐어구, 하구둑, 기타 오염원 등으로 저하된 갯벌의 생
산성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적(수거), 화학적(개선제), 생물학적(생
물이식) 등의 기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218)
갯벌에는 또 다른 시설인 노둣길, 연륙교가 설치되면서 해수소통
이 저해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소통로 확대사업과 물길소통 저해 폐방조제
및 폐말뚝 등 제거사업이 포함되었다. 해수소통이 단절된 갯벌을 대
상으로 기존의 노둣길, 연륙교의 교량화를 추진하거나 해수유통로를
확대 설치한다. 또한 퇴적변화를 초래하는 폐방조제, 석축 등의 시설
물 제거를 통해 갯골 형성과 해수소통을 유도하려는 시도이다.219)
갯벌복원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지역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를 위해 복원지 갯벌어업 증진과 환경보전 인센티브 등 지역소득 증
진 기반을 마련하고 하였다. 복원사업 추진 시 노후한 갯벌어장의 환
경개선도 병행하여 어장 기능 회복 방안 마련과 갯벌재생지역은 일
시적으로 갯벌어업제한구역 설정(갯벌어업 휴식년제 도입)을 통해
갯벌 안정적인 갯벌 어업 소득 기반을 조성하며, 갯벌복원지의 브랜
드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복원지역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구상과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
획이다.220)
218) 위의 책, pp. 10~11.
219) 위의 책, pp. 12~13.
220) 위의 책,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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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과제
추진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갯벌생태계 복원 후보지 수요 조사 실시
사업 후보지
갯벌복원 발굴·선정 체계화  복원후보지 선정 평가 시스템 확립
 복원사업 기본계획 검증 강화
사업
사업시행
 복원 유형별 갯벌복원 기술지침
기술지침
표준화
 복원사업 업무처리 세부 시행지침 마련
마련·보급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훈령)」 개정

갯벌복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6.0
(기술지침)

 사후 평가체계 확립 및 목표달성 평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1.5
지표 개발
체계 강화 및  복원효과 검증 가능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 개발  갯벌복원지 관리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갯벌복원백서 작성·보급
복원 성과 홍보
1.0
 복원 착공, 사업완료, 성과 등 단계별 보도자료
다각화
(백서 작성)
배포

버려진 폐염전·폐양식장  폐염전 및 폐양식장의 제방 제거
등 자연갯벌화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갯벌
재생사업 생산성 저하 갯벌
 갯벌 기능 회복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추진
기능 개선
갯벌
옛물길
회복사업

예산(억 원)

갯벌 해수소통로  노둣길·연륙교 교량화 및 해수유통로 확대
확대
설치
물길소통 저해  미완공 폐방조제, 폐말뚝, 석축 등 제거를 통해
시설물 제거
갯골 형성 및 해수소통 유도

 복원사업과 노후 갯벌어장 환경 개선 동시 추
복원지 갯벌어업 진(어장 기능 회복 방안 마련)
갯벌복원 증진 기반 조성  갯벌재생지역의 일시적 갯벌어업제한구역 설
정(갯벌어업 휴식년제 도입 목적)
지역주민
혜택 강화
 갯벌복원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지역소득 증진
마련
기반 제공
 지역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구상

363.4
16.0
178.5
147.5

1.0

1.2

자료: 해양수산부(2018. 6), pp. 6~15 저자 재정리

2019년 기준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총
9개소이며, 지역별로 경남 사천시 1개소, 전남 순천시 1개소, 전남
신안군 3개소, 전북 고창군 1개소, 전남 무안군, 고흥군 각 1개소, 인
천 1개소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7개소로 전남 순천시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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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각 1개소, 전북 고창군 1개소,
인천시 옹진군 1개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갯벌복원사
업은 해수유통형 교량 설치, 노둣길 해수유통, 폐양식장 복원, 퇴적
물, 오염토 정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3-18>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사업완료, 2019. 2 기준)
사업지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
(보조율)

복원규모

특이사항

사천 비토

’10~’11

2,000

1,400(70%)

0.56㎢

해수유통형 교량

순천 농주리

’10~’11

1,857

1,100(59%)

0.12㎢

-

고창 심원면

’10~’13

7,143

5,000(70%)

0.96㎢

-

신안 증도

’12

신안 소기점도

’13

400

250(63%)

신안 병풍도

’13

500

350(70%)

무안

’13

430

300(70%)

0.01㎢

-

고흥

’14

428

300(70%)

0.2㎢

폐양식장 복원

강화 동검도

’14~’16

5,000

3,500(70%)

1,000 1,000(100%) L=1,200m, B=3.5m 노둣길 해수유통
L=970m, B=4m

노둣길 해수유통

L=1,000m, B=3.5m 노둣길 해수유통

L=149m, B=9.5m 해수유통형 교량

자료: 해양수산부,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2019.2월 기준), (검색일: 2020. 6. 24.)

<표 3-19>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사업진행 중, 2019. 2 기준)
사업지

사업기간

총사업비

순천 장산지구

’16~’18

7,000

국고지원
(보조율)
4,900(70%)

태안 근소만

’16~’18

2,860

2,000(70%)

8.9㎢

옹진 시·모도

’17~’20

7,000

4,900(70%)

서천 유부도
고창 심원면
서산 고파도

’17~’20
’17~’20
’17~’20

7,000
7,000
4,596

보령 무창포

’19~’21

3,600

복원규모

특이사항

0.42㎢

0.19㎢

폐양식장 복원
퇴적물, 오염토
정화 및 경운
해수유통형 교량

4,900(70%)
4,900(70%)
3,217(70%)

0.31㎢
0.39㎢
0.09㎢

폐양식장 복원
폐양식장 복원
폐양식장 복원

2,520(70%)

L=150m,
B=2.5m

해수유통형 교량

자료: 해양수산부,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2019.2월 기준), (검색일: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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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갯벌 관리 여건 변화 분석
갯벌 관리 여건 변화를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의 항목은 마창모 외
(2017)221)를 참고하여 갯벌어업 어업권 현황, 마을어업 현황, 주요
패류 품종별 동향 등을 파악하되 최신 자료를 추가하였다. 사회적 측
면의 항목은 최지연 외(2016)222)를 참고하되 이 역시 최신 자료를 추
가하여 분석하였다.

1. 환경적 측면
우리 갯벌은 어느 해양환경과 견주어도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갖고 있다. 작년 한 해 서남해 갯벌에서 확인된 해양생물만 650
종223)이었고, 앞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갯벌생태계 조사
연구224)에서 우리 갯벌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이하 대형저서동물)
의 출현 종수를 총 727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갯벌을
소위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부르면서 흔히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갯벌이 북해 일원의 와덴해 갯벌이다. 와덴해 갯벌은 독일, 네덜란
드, 덴마크 3국이 각자 국립공원 등으로 관리하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의 생물다양성과 비교해도 우리
갯벌의 생물다양성이 낮지 않다. 와덴해 조간대에서 발견된 대형저
서동물이 약 150여 종으로 보고되기도 했고,225) 비교적 최근인 왕립
221) 마창모 외(2017), pp. 16~58.
222) 최지연 외(2016), pp. 64~98.
22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 3. 2).
224) 해양수산부(2015),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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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해양연구소(2016)의 자료에 보고된 400종에 비하면 우리
갯벌의 생물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226) 갯벌에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사시기를 더 다양하게 하고 조사
정점을 확대하면 종 수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8년부터
6년간 진행된 제2차 연안습지기초조사의 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남 남해권역과 경남권이 대형저서동물 종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고, 그 뒤를 이어 충청권, 경기-인천권, 전남
서해권, 전북권의 순서로 나타난다.227)

<그림 3-5>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다양성(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종수)

자료: 해양수산부(2015), p. 193

225) Sandra et al.(2009), p. 3.
22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 3. 2).

227) 생물의 출현종수는 조사범위가 넓고 조사빈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시료 100개
분석으로 표준화하여 종수를 추정하여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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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생태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생물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무
리를 지어보면(클러스터 분석), 우리나라 갯벌은 크게 서해와 남해의
생물지리권역(ecoregion)으로 구분이 된다. 생물지리권역을 보다 세
부적으로 나누면 총 5개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① 인천·경
기-충청-전라북도 갯벌, ② 전남 서부갯벌, ③ 제주 및 기타지역 갯
벌, ④ 전남 동부갯벌, ⑤ 경남갯벌로 구분된다. 전남동부와 경남 갯
벌은 남해권 갯벌로 묶이고 나머지 갯벌은 서해권 갯벌로 묶인다.

<그림 3-6> 저서생물상의 유사도에 따라 무리 지은 한국갯벌의 생물지리권역

자료: 해양수산부(2015),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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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는 최근 갯끈풀이라는 외래해양생물이 유입되어 갯벌환경
을 저해하고 있다. 소위 ‘갯벌의 파괴자’로도 불리는 갯끈풀은 갯벌
에서 빽빽한 군락을 형성하면서 갯벌 표층에서 미세조류의 광합성
활동을 저해하면서 군락지에 퇴적물을 침전시키면서 갯벌의 육화를
유발한다. 또한 게를 비롯한 저서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칠면초
등 기존에 갯벌에 자생하던 토착 염생식물의 서식공간과도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영상 분석결과 2008년 강화도 남단에
처음으로 침입하였고, 480㎡에 불과하던 분포 면적이 이후 빠른 확
산세를 타고 강화는 물론 영종도, 충남 서천, 전남 진도 등 전국 6개
소 약 31,333㎡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된다.228) 이에 정부는 2016년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2종에 대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여 제거 작
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종자번식을 막기 위해 씨가 맺히
는 8월 이전에 줄기 제거 작업을 하거나, 갯끈풀을 뿌리부터 뒤집는
방식을 통해 뿌리(근경)를 통한 갯끈풀 확산도 억제시키는 중이다.
아직까지 갯끈풀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
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종의 출현은 그 확산정도나 생태적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2018년 말,
‘갯끈풀 중기 관리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군락 규모에 따른
관리, 갯끈풀 신고 체계 확보, 지역주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
진할 예정이다.229)

22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8. 12. 7).
22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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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1) 갯벌어업 현황
(1) 갯벌어업 어업권 현황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 중에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패류(바지락, 굴
(바닥식), 꼬막, 새꼬막, 가무락, 백합, 개량조개, 동죽)와 관련된 어업
권을 갯벌 관련 어업권으로 보았다.230)
갯벌이 분포한 지역의 갯벌 관련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는 2018년
기준 약 2만 3천 ha이며, 이는 전체 갯벌 면적 24만 8천 ha의 9.3%이
다. 갯벌이 분포한 지역의 마을어업 어업권 면적은 약 9만 5천 ha이
나, 마을어업 어업권 전체를 갯벌 어업과 관련짓기는 어려우므로 해
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을어업 어업권과 패류양식어업 면허를 더한
면적은 약 11만 8천 ha이며, 전체 갯벌 면적의 약 47.5%에 해당한다.
<표 3-20> 갯벌어업 어업권 현황(2018년 기준)

구분

갯벌 면적

면적
부산 2,010
인천 72,830
경기 16,770
충남 33,890
전북 11,050
전남 105,370
경남 6,280
소계 248,200

비율
0.8
29.3
6.8
13.7
4.4
42.5
2.5
100

갯벌관련
패류양식어업
건수
면적
0
0
61
497
1
20
229
2,712
194
1,654
1,410 16,334
282
1,792
2,177 23,009

패류양식어업
건수
1
24
4
529
299
2,966
1,715
5,638

면적
6
1,174
55
4,849
3,171
28,544
9,691
47,490

단위: ha, %, 건

마을어업
건수
36
148
18
339
66
1,534
666
2,807

면적
1,403
1,721
464
6,038
798
67,115
17,399
94,938

주: 갯벌 관련 패류는 바지락, 굴(바닥식), 꼬막, 새꼬막, 가무락, 백합, 개량조개, 동죽을 선정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연안습지면적 현황;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천해양식(지역별) 어업권 현황;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품종별 양식어업권 면허(모든 자료 검색일: 2020. 6. 23.)

230) 농림수산식품부(2011), p. 17, 재인용: 마창모 외(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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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어업 현황
2018년 기준 마을어업 건수는 3,170건이고, 면적은 약 12만 ha이
다. 전체 갯벌 면적의 42.5%를 차지하는 전라남도가 마을어업 면허
측면에서도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넓다. 2010년 이후에는
마을어업 건수나 면적이 증가한다기보다는 답보 상태 내지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뒤이어 경남과
제주 순으로 마을어업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지역은 갯벌 면
적의 비율이 높지 않아 갯벌어업과 관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갯벌
면적이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충청남도의 경우 2012년 이
후 마을어업 면허 건수와 면적이 가파르게 증가는 추세를 보이는 점
이 특징적이다.

<표 3-21> 마을어업 면허 건수 및 면적
단위: 건, ha

지역

2008

2012

건수

면적

부산

29

인천

114

울산

2016

201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696

31

1,693

36

1,522

104

1,298

14

1,414

36

1,403

1,650

148

1,721

22

924

20

885

20

831

20

840

경기

106

4,369

7

180

강원

83

9,945

82

8,525

19

499

18

464

79

6,092

78

5,935

충남

275

6,061

211

3,981

282

5,137

339

6,038

전북

79

1,715

73

1,707

61

753

66

798

전남

1,295

53,553

1,881

78,520

1,487

63,531

1,534

67,115

경북

151

6,082

140

5,797

134

5,519

134

5,313

경남

616

18,386

633

18,332

651

17,563

666

17,399

제주

127

14,431

127

14,346

128

14,323

131

14,256

합계

2,897

118,683

3,309

135,263

3,038

117,312

3,170

121,282

자료: 마창모 외(2017), p. 20;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품종별 양식어업권 면허(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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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마을어업 생산량은 전라남도(23,411톤), 경상남도
(15,371톤), 인천(8,444톤) 순이다. 갯벌 면적 비중이 높은 인천(29.3%),
충청남도(13.7%), 전라남도(42.55)의 생산량 합은 38,416톤이며, 전
체 마을어업 생산량의 52.5%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마을어업 생산금액은 전라남도(540억 원), 경상남도
(293억 원), 충청남도(280억 원) 순이다. 갯벌 면적 비중이 높은 인천,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생산금액 합은 1,028억 원으로 전체 마을어업
생산금액의 47%에 해당한다.

<표 3-22> 마을어업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부산

1,739

2.4

12,212

5.6

인천

8,444

11.5

20,819

9.5

울산

1,367

1.9

6,880

3.1

경기

1,819

2.5

6,124

2.8

강원

3,795

5.2

18,167

8.3

충남

6,561

9.0

27,955

12.8

전북

1,554

2.1

6,495

3.0

전남

23,411

32.0

53,986

24.7

경북

4,855

6.6

13,890

6.3

경남

15,371

21.0

29,271

13.4

제주

4,233

5.8

23,000

10.5

합계

73,148

100

218,802

1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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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 품종의 비중은 패류가 78%(57,045
톤)로 가장 높으며, 해조류가 15%로 뒤를 따른다. 생산금액 역시 패류
가 64%(1,403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수산동물
(17.3%), 해조류(12.3%) 순이다. 패류가 서해안의 경우 약 85%, 남해
안의 경우 약 75% 이상을 차지하며, 어류는 전라남도에서만 생산된다.
<표 3-23> 마을어업 품종별 지역별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체
동물류

합계

패류

생산량

1,739

1,293

금액

12,212

8,837

생산량

8,444

8,422

16

기타
수산
동물

해조류

어류

갑각류

81

78

-

-

287

572

176

-

-

2,627

-

-

5

1

금액

20,819

20,332

440

-

-

33

15

생산량

1,367

224

218

802

-

-

123

금액

6,880

1,655

1,486

2,642

-

-

1,096

생산량

1,819

1,698

3

-

-

46

73

금액

6,124

5,053

82

-

-

228

761

생산량

3,795

542

25

1,778

-

-

1,449

금액

18,167

2,586

545

5,341

-

-

9,695

생산량

6,561

6,175

0

-

-

-

386

금액

27,955

20,548

0

-

-

-

7,407

생산량

1,554

1,361

0

-

-

-

193

금액

6,495

3,968

0

-

-

-

2,528

생산량

23,411

20,569

215

2,432

66

104

25

금액

53,986

42,557

6,229

2,246

1,966

757

231

생산량

4,855

62

16

4,341

-

-

436

금액

13,890

3,374

197

8,591

-

-

1,728

생산량

15,371

14,624

7

229

-

2

510

금액

29,271

23,739

62

371

-

12

5,088

생산량

4,233

2,075

93

1,401

-

5

659

금액

23,000

7,616

1,115

7,633

-

40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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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량

합계

금액

합계

패류

연체
동물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기타
수산
동물

73,148

57,045

674

11,060

66

161

4,142

27,000

1,966

1,069

37,772

218,802 140,265 10,729

자료: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0. 6. 23.)

마을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의 주요 품종별 생산량은 굴이
29,608톤으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바지락, 미역류 순이다. 생산금액
은 바지락이 572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굴류, 해삼 순이다.
단가가 높은 품종은 전복, 해삼, 꼬막 순이며, 톳의 단가가 가장 낮다.
<표 3-24> 마을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물량

비중

금액

비중

계

73,148

100

218,802

100

굴류

29,608

40.5

35,164

16.1

바지락

19,611

26.8

57,243

26.2

미역류

6,237

8.5

15,578

7.1

톳

2,883

3.9

2,869

1.3

성게류

2,303

3.1

14,571

6.7

소라

2,288

3.1

9,244

4.2

해삼

1,410

1.9

20,640

9.4

우뭇가사리

1,100

1.5

7,021

3.2

피조개

797

1.1

3,108

1.4

가무락

781

1.1

4,974

2.3

동죽

386

0.5

1,081

0.5

새꼬막

381

0.5

1,229

0.6

전복류

96

0.1

7,413

3.4

백합류

25

0.03

75

0.03

꼬막

4

0.01

49

0.02

자료: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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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갯벌어업 양식패류의 품종별 동향
갯벌어업은 일반해면에서 마을어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품종은 굴, 가무락, 개량조개, 꼬막, 바지락 등의 패류와 낙지
류, 주꾸미, 해삼 등이 있다.231) 또한 갯벌에서는 주로 패류양식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품종은 가무락, 꼬막, 새꼬막, 동죽, 바지락,
백합류 등이다.232)
2018년 기준 일반해면과 천해양식에서의 갯벌 주요 품종 생산량은
약 11만 7천 톤으로 2008년 9만 톤에 비해 29.6%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생산금액은 4,652억 원으로 2008년 3,242억 원에 비해 43.5%
증가했다. 일반해면의 개량조개류, 꼬막, 백합류와 천해양식의 가무
락, 꼬막의 수익이 줄어, 이들을 생산하는 갯벌의 소득감소가 예상된
다. 생산량 측면에서는 굴류와 바지락만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갯벌어업이 연근해어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 3.5%, 생산금액 6.2% 수준이다.

<표 3-25> 갯벌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08, 2018년 기준)
단위: 톤, 억 원, %

구분

2008년
생산량

가무락
일반
개량조개류
해면
꼬막
새꼬막

2008-2018 증감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50177

3,296,467

74777

22.3

49.0

29,185

240

37,176

450

27.4

87.6

1,037

33

805

51

△22.4

54.9

146

3

16

0

△89.0

△82.4

1,320

47

12

1

△99.1

△97.6

-

-

528

19

-

-

연근해어업 총생산 2,695,073
굴류

2018년

231) 농림수산식품부(2011), p. 17.
232) 마창모 외(201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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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천해
양식

2008년

2018년

2008-2018 증감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동죽

1,444

14

1,227

29

△15.0

106.1

맛류

1,344

33

736

74

△45.2

119.7

바지락

20,761

384

31,611

840

52.3

118.9

백합류

1,415

62

28

1

△98.0

△98.5

낙지류

7,879

1,417

5,725

1,540

△27.3

8.7

주꾸미

4,052

457

3,773

643

△6.9

40.7

해삼

2,256

207

2,102

284

△6.8

36.9

소계

70,839

2,897.84

83,739

3,933

18.2

35.7

굴류

1,757

20

8,715

64

396.0

221.2

가무락

68

4

1

0

△98.5

△99.4

꼬막

1,637

56

55

11

△96.6

△81.0

새꼬막

-

-

4,439

136

-

-

동죽

213

4

-

-

-

-

바지락

15,541

259

19,853

509

27.7

96.3

백합류

39

1

-

-

-

-

소계

19,255

344

33,063

720

71.7

109.0

90,094

3,242

116,802

4,652

29.6

43.5

해면+양식합계

자료: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0. 6. 23.)

3. 사회적 측면
1) 갯벌지역 인구 추이
(1) 전체 갯벌지역 인구 추이
갯벌지역 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 3-26>과 같이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였다. 갯벌이 포함된 시군구를 갯벌 배후지역이라 보
고, 이를 위해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의 갯벌분포지역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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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갯벌지역 인구 추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시도

시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남도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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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전국 대비 갯벌지역 인구는 1992년 8.8%에서, 1998년 12.1%,
2008년 12.9%, 2018 16.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233)
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수
도권 영향을 없애고 인구추이를 보면, 1992년 6.7%, 1998년 8.3%,
2008년 7.4%, 2018년 9.7%로 크게 줄어든다.234) 이 역시 시도 인구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읍면동 인구를 구하면 보다 정확해질 것
으로 기대한다.

233)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산출.
234)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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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갯벌지역 인구구조 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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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갯벌지역 인구구조 변화(경기·인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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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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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갯벌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경기·
인천을 제외한 갯벌지역은 고령화가 더 진행되었음이 확연히 나타난다.

<표 3-27> 갯벌지역 고령인구비율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9

갯벌지역

7.5

9.0

10.9

11.7

13.5

14.3

15.2

경인제외
갯벌지역

8.1

10.7

13.6

13.9

16.0

17.2

18.5

전국

5.8

7.0

8.9

10.9

13.1

14.2

15.5

주: 고령인구비율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경기·인천을 제외한 갯벌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고령인구비율은 부산 강서구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갯벌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태안·서천·고흥은 2008년 대비 2018년 고령인구 증가율이 8%
이상으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표 3-28> 경인 제외 갯벌 지역 고령인구 현황(2008, 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충청
남도

170

2008년

2018년

2008-2018 증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아산시

25,647

10.6

38,111

12.2

12,464

48.6

당진시

21,753

15.9

28,921

17.2

7,168

33.0

서산시

21,770

13.9

29,817

17.1

8,047

37.0

태안군

12,777

20.2

17,947

28.4

5,170

40.5

홍성군

17,339

19.7

22,309

22.1

4,970

28.7

보령시

18,398

17.2

24,072

23.6

5,674

30.8

서천군

15,286

25.3

18,013

33.4

2,72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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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남도

부산
광역시

2008년

2018년

2008-2018 증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군산시

31,398

11.9

45,800

16.8

14,402

45.9

부안군

14,365

23.6

16,600

30.5

2,235

15.6

고창군

15,585

25.8

18,047

31.6

2,462

15.8

영광군

12,916

22.2

15,010

27.7

2,094

16.2

함평군

10,560

28.2

11,398

34.1

838

7.9

무안군

13,436

20.2

16,569

20.2

3,133

23.3

목포시

22,776

9.3

34,746

15.0

11,970

52.6

신안군

12,598

27.6

13,943

33.8

1,345

10.7

진도군

9,354

27.2

10,098

32.3

744

8.0

해남군

19,623

24.2

21,775

30.3

2,152

11.0

완도군

13,799

25.1

15,712

30.5

1,913

13.9

강진군

10,844

26.4

11,801

32.6

957

8.8

장흥군

11,654

27.2

12,585

32.0

931

8.0

보성군

14,283

28.6

15,324

35.8

1,041

7.3

고흥군

23,443

30.6

25,527

38.8

2,084

8.9

순천시

29,851

11.1

40,488

14.5

10,637

35.6

여수시

34,621

11.7

49,519

17.5

14,898

43.0

광양시

13,022

9.2

18,296

11.7

5,274

40.5

하동군

13,063

24.4

14,829

31.2

1,766

13.5

사천시

16,944

15.0

22,612

19.9

5,668

33.5

고성군

12,724

22.7

15,146

28.4

2,422

19.0

남해군

14,908

29.4

15,892

36.1

984

6.6

창원시

81,692

7.5

131,452

12.5

49,760

60.9

통영시

15,660

11.5

22,821

17.1

7,161

45.7

거제시

15,781

7.3

23,422

9.3

7,641

48.4

강서구

7,968

15.3

14,053

11.4

6,085

76.4

사하구

31,275

8.6

52,664

16.1

21,389

68.4

주: 2008년 창원시 인구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인구의 합계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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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갯벌 지역: 신안군 인구 추이
대표적인 갯벌지역인 신안군의 인구 추이 파악을 통해 향후 갯벌
지역에서 겪을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신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 대비 2019년 22,580명 감소했다. 연평균
3.6%씩 감소했으며, 남자는 연평균 3.2% 감소, 여자는 연평균 4.1%
감소했다.

<표 3-29> 신안군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9

전체

62,854

53,150

46,451

45,428

43,294

42,070

40,274

남자

31,663

26,898

23,664

23,538

22,825

22,301

21,402

여자

31,191

26,252

22,787

21,890

20,469

19,769

18,872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1992년 신안군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출형 인구구조인 표주박형으
로,235)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어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였다.
1998년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형태는 표주박형을 희미하게 유
지하지만 5~24세 인구수가 크게 줄었고, 전체 인구수 또한 감소했
다. 이후 계속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 신안군의
인구구조는 남성은 역표주박형, 여성은 역피라미드형을 띠고 있다.
0~6세는 남자 인구가, 70세 이상부터는 여자 인구가 더 많다.

235)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모양에 따라 크게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별형, 표주박형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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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신안군 인구피라미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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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전국과 비교해보면, 증가폭은 감소하지만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총인구수와 달리, 신안군은 1995년 이후 대부분 인구가 감
소하고 있다.
<표 3-30> 신안군의 전년대비 인구변화율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9

신안군

-5.13

-3.28

-2.40

0.30

-1.04

-1.36

-2.40

전국

0.97

0.84

0.41

1.49

0.39

0.16

0.05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신안군의 총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
령인구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하면, 신
173

안군은 고령인구비율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2019년에 이르러서
는 신안군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평
균연령이 높다.236)
<표 3-31> 신안군의 고령인구비율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9

신안군

12.66

17.17

24.59

28.31

31.73

33.33

34.94

전국

5.81

7.03

8.86

10.90

13.15

14.21

15.48

주: 고령인구비율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검색일: 2020. 8. 26.) 토대로 저자 작성

2) 갯벌지역 어촌계 추이
갯벌이 분포한 시도의 어촌계 개소 수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남에 가장 많은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과 경남의 어촌계 수가 최근 10여 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2> 어촌계 현황

단위: 개소

지역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경기(인천)

76

87

92

106

107

110

110

충청

70

69

73

138

153

163

169

전북

54

56

60

64

64

64

64

전남

774

809

844

836

732

848

847

경남

340

326

393

435

448

464

470

부산

-

41

41

41

41

41

41

소계

1,314

1,388

1,503

1,620

1,545

1,690

1,701

전국

1,598

1,685

1,809

1,952

1,874

2,018

2,029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검색일: 2020. 8. 26.)

236) UN에 따르면,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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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개소 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어촌계원 수는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계원의 경우, 충청도를 제외한 갯벌 분포 시도에서 연평균
증감율이 감소세를 보이며, 경남·부산·전남 등의 감소폭이 컸다. 특
히 전라남도의 경우, 2005년 대비 2017년 22,325명의 계원·준계원
수가 감소하는 등 어촌계 구성원 변동이 컸다.
<표 3-33> 어촌계 구성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원

준계원

2017

연평균
증감율

9,875

9,565

-1.4

15,376

15,259

2.6

6,372

6,734

0.4

51,622

51,753

50,760

-1.8

27,045

24,044

22,751

-2.2

3,456

3,049

2,992

-1.9

지역

2005

2010

2015

경기(인천)

11,352

10,402

9,900

충청

11,241

13,506

15,362

전북

6,436

6,992

6,746

전남

62,862

48,401

경남

29,771

28,980

부산

3,765

3,457

2016

소계

125,427 111,738 114,131 110,469 108,061

-1.2

전국

153,535 137,670 138,055 132,990 131,117

-1.3

경기(인천)

383

486

383

216

582

3.5

충청

606

1,170

1,616

2,258

1,884

9.9

전북

802

1,567

179

139

211

-10.5

전남

14,325

4,892

4,255

6,062

4,102

-9.9

경남

1,707

2,937

5,082

3,667

3,297

5.6

부산

670

318

716

543

1,042

3.7

소계

18,493

11,370

12,231

12,885

11,118

-4.2

전국

21,610

12,934

14,034

14,558

13,205

-4.0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검색일: 2020. 8. 26.)

3) 갯벌에서의 새로운 행위: 해루질
갯벌 관리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불법 해루질을 꼽을 수 있다. 해
루질이란 ‘야간에 물이 빠진 해변에서 불을 밝혀 어패류를 잡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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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237)를 일컫는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
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
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
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동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해 「수산업법」의 적용은 곤란하며, 타 법
령(민법, 형법 등)에서 위법사항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238) 갯벌
현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해루질로 인해 경찰
조사·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작살과 같이 비어업인에게 허
용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거나,239) 안전관리 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와 동행하지 않거나,240) 수중레저안전장비를 착용
하지 않는241) 등의 이유가 원인이다.
해루질은 최근 3년간 12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242)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어민의 소득원인 양식장에 뜻하지 않은 피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외지에
서 해루질을 위해 갯벌에 들어오는 방문객을 막기 위해 어촌계에서
는 당번을 정해 순찰을 돌거나 어업권의 위치와 무단출입과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237) 연합뉴스(검색일: 2020. 6. 29.)
238) 해양수산부(검색일: 2020. 6. 29.)
239) 오마이뉴스(검색일: 2019. 6. 29.)
240) 제주일보(검색일: 2020. 6. 29.)
241) 태안신문(검색일: 2020. 6. 29.)
242) 경찰뉴스24(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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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양식장 외부인 출입 금지 경고문과 순찰 당번표

자료: 저자 촬영(육근형, 2020. 8. 19)

제
3
장

제3절 갯벌 거버넌스의 현황 및 한계
1. 갯벌 거버넌스 현황 조사 개요
지금까지 갯벌과 관련된 수산 관련 법률과 제도, 환경보전 측면에
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각각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
다. 대개 중앙정부의 예산에 지방의 예산을 결합하여 사업 단위로 어
장 환경에 대한 관리, 수산자원 관리 사업, 갯벌에 대한 생태계조사
와 복원 사업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갯벌
현장에서 갯벌은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갯
벌 인근의 주민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했다.
갯벌 거버넌스 파악을 위한 조사방법은 정량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거버넌스가 본질적으로 “정부와 관련
된 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
177

하는 수평적인 규칙의 체계”로 이해되기도 하고243), 앞서 2장 거버넌
스에 관한 이론연구에서도 언급했듯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략) 상호
의존성에 기반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 형태”로 거버넌스는
해석된다. 따라서 갯벌의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관
련된 관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집단 또는 개인
이 만들어낸 관계와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표준화하고 계량화
하기 힘든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 역시 계량적인 연구로 진행하기
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갯벌 주변 지역민은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성격상 노령화가
심한 집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거버넌스 파악을 위
해 면접을 진행한 E.J. Hind et al.(2009)이나 제주 해녀의 공유자원
관리를 분석한 김권호·전상철(2016)의 연구와 같이 갯벌 지역민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거버넌스 형태와 변화를 검토하였다.
갯벌 어민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사전에 구조화된 설문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구조화된 설문에 기반하여 갯벌이 있는 어촌계 또는 어민,
지역민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의 질문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피면접자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가능하면 별도의 제지 없이 최대한 구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면접 전에 준비한 설문 항목이 빠지지 않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구조화된 설문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갯벌 관리의 현
황과 이를 누가 관리하는지 여부, 둘째, 어촌계의 사회경제적, 환경
적 변화 양상, 셋째, 새로 제정된 「갯벌법」의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필요성 여부, 마지막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묻고
자 하였다.
243) 이명석(2002),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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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면접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 내용
구분

질문
갯벌의 환경 변화와 그 요인, 오염원, 오염원에 대한 관리 여부
갯벌의 관리 주체의 현황과 바람직한 관리 주체
불법조업, 불법채취, 갯벌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
및 제재 조치 여부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방식과 지원기간

갯벌 관리현황

지원받은 예산의 수용 주체, 예산 분배 방식, 주요 예산 투입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어촌계 외 지역의 자치관리조직 존재 여부와 효과
(예: 주민협의회,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등)
지자체 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 감독, 지원 등 갯벌 관리측
면에서 담당 역할
어촌계 현재 규모와 최근의 변화 경향

어촌계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변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연령별 세부 변화, 변화 요인 등
귀어민 증감 추세, 귀어민에 대한 어촌계 수용성 정도
어민의 주요 소득원(예: 양식업, 관광업 등)과 최근 변화 경향
소득 변화의 주요 요인, 어촌계가 희망하는 장기적인 소득원(관
광, 체험마을 운영, 양식 확대 등)
「갯벌법」의 인지 및 법률 내 제도 도입취지 공감 여부

「갯벌법」 주요 내용
필요성

갯벌관리구역(생산구역, 보전구역, 휴식구역, 체험구역, 안전
관리구역) 대한 필요성 공감 여부
어장 중 윤번제 등으로 휴식년제 도입 가능성
청정갯벌 제도 소개 및 현장에서 필요성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관리 필요성
(정화조 등 하수처리 여부, 관리 및 지원 필요성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 갯벌 관리의 가능성

지역민의 참여와
관리 방식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 지역민 자체적인 수립 가능성
지역주민의 참여 방식
지역사회 내부 또는 외부와의 갈등 발생 시 해결장치
인접 어촌계와의 협력 필요성,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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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주로 갯벌이 있는 지역의 어촌계나 자율관리어업, 어
촌체험마을과 같은 관리 단위가 존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어촌체험마을, 충청남도의 근소만 내 어촌계,
가로림만 내 어촌계, 전라남도 신안군 내 ○○○축제 위원회, 신안군
내 3개 어촌계 등 총 8개의 마을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초기
기획 과정에서는 약 20여 개 이상의 마을조직과 지자체, 지방해양수
산청 관계자를 접촉해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면접 설문의 규모가
불가피하게 제약되었다.

2. 면접조사 주요 결과
(1) 갯벌 관리 현황 분야
면접설문의 첫째 분야로 해당지역의 갯벌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
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에 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 예산 규모 등을 통해 지역민이 갯벌 관리의 현황을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갯벌의 환경변화
갯벌의 환경변화와 오염물질 유입, 변화의 원인 등을 질의한 결과,
과거 많았던 생물이 최근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하여, 과거 대비 생활하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인근 지역에서 담수 배출량이 변하면서 김이나 낙지와 같은 생물상
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험이 많은
지역에서는 체험방문객에 의한 오수와 쓰레기의 발생, 이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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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처리 문제를 제기하였다.
더욱이 갯벌이 위치한 연안지역은 하수관로를 통해 대형 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정화조를 통해 가정용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화조 시설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오수가 갯벌로 바로 유입하는 문제
를 우려했다. 최근 농가 주택을 수세식 시설로 개선하면서 과거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던 분뇨가 정화조를 거쳐 갯벌로 바로 유입된다는
우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화조 시설이 있다고 하여도 전기공
급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과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서 갯벌에는 오염원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외지에서 유입
되는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규모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용량 초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답변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
이라기보다, 지역 내에서 서로 간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공유된 추정
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를 증빙할 과거 기록이나 연구 조사
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역의 환경 문제로 주장하고 관리조치를 요구
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갯벌의 환경변화를 지역
민의 입장에서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
는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나. 갯벌 내 불법 조업 행위 등의 문제
갯벌에서 종종 발생하는 외지인의 불법조업이나 훼손행위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10여 년 전에는 외지인이 선박을 이용해 바다
에서 접근해 야간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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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계원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감시활동을 펴고 해경 등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방식의 불법조업은 거의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갯벌의 육지 쪽에서 외부인들이 물때에
맞춰 갯벌생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기 위해 갯벌에 접근하는 사
례가 많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갯벌을 따라 철조망을 설치한 경
우도 있고 해루질로 자주 이용되는 갯벌에서는 어촌계원들이 당번을
정해 야간에 감시를 서거나, 도로를 통해 마을과 갯벌로 들어오는 차
량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시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요트 등 레저선박의 이동에 대한 우려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갯벌 관리와 관계되지는 않지만 해
루질을 위한 수요가 늘어 어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처럼 최근 늘어
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가 기존의 어장 등으로 이용 중인 해역과의
이용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장 어민의 응답에서 확인하
였다.
다시 갯벌로 돌아와 외지인의 갯벌 접근의 문제에 대해 어민에게
는 정부에서 정한 금어기나 채포금지 체장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반면, 외지인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해경이 어민
과의 분쟁을 중재하는 수준에서만 대응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
다. 적어도 갯벌의 이용에 있어 해루질과 같이 일반인의 이용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장훼손의 우려
가 지역어민을 중심으로 당면한 과제로 등장했고 이를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심심치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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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갯벌 관리 사업과 집행
갯벌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업은 어촌의 생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뉴딜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이나 최
근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마을 가꾸기 관련 공모사업 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산직불금이 주민과 어촌계를
통해 지역에 유입되고 있다고 응답하는데, 이는 어민들의 어업외소
득이 증가하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종패 방류 사업 등은 지
자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마을
과 어촌계가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지원
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갯벌 지역에 따라 일괄적
으로 지급되는 관리사업만이 적용되는 곳도 있는 반면, 공모 사업 등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마을 발전이나 갯벌 관련한 사업을 확보하
는 경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대응이 다른 이유는 지
역별로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와 리더십의 차이 때문으로 현
장 면접 과정에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지역별로 갯벌자원에서 얻
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외부 사업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해당 갯벌의 수산물 생산력이 높거나 경제적 가치가
큰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 등을 통해 외부의 자금
유입을 위한 노력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 갯벌 자체의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 갯벌체험과 같은 관광소득에 대한 관
심이 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외부 공모사업이나 갯벌을 매개로 다양한 사업
을 구상하려는 지역은 대부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지역 내 지도자
내지 적극적인 활동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나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모아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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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업을 꾸리는 과정이 결국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고,
앞서 2장에서 자연자원 관리 방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율관리어
업의 성공유형 중 중요한 요소로 리더십이 가장 먼저 언급된 점은 결
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리더십이 있는 곳에서는 공모사업이라
는 자극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이 갯벌 관리에 있어 어떤 역할
을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개 각종 등록이나 서류 발급 등의
행정적인 업무, 치어 방류 사업, 부정기적인 교육안내 외에는 특별히
갯벌 관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갯벌의 관리는 공공 조직이 아닌 지역별 어촌계에서 어장관리 외에
도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지
역에서는 공공조직의 역할이 갯벌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여전
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예를 들어 김 처리제로 염산이나 황산의 사용
문제 등은 공공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제2장에서 언급된 ‘지역주의의 포악행위(tyranny of localism)’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일부 지
도층이 자행하는 암묵적인 일탈행위를 내부고발자로서 신고하기 어
려운 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공조직이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어촌계의 갯벌 이용방식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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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갯벌 관리 현황 분야 주요 결과 요약

제
3
장
자료: 저자 작성

<표 3-35> 갯벌 관리 현황 분야 면접조사 주요 답변
갯벌 관리 현황 분야
질문

주요 답변

갯벌 환경 변화와 원인
(갯벌의 환경 변화,
오염원, 오염원에 대한
관리 여부)

 갯벌 체험장 관광객의 노상방뇨 금지를 위해 수중화장실 설치
 기존에 많이 자생하던 해조류 ‘감태’가 사라짐
- 김양식업의 유기산 사용보다는 기후변화(방파제 수위 상승),
조류 변화(조류소통 막힘) 때문으로 판단
 영산호 방류 시 김, 낙지 사라짐
- 김, 낙지는 민물에 가장 민감
 과거 대비 생활하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
 김 양식 시 해양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지역민이 갯벌어장 내 출입 감시(10만 원 지급)
불법조업, 불법채취,
- 과거 철조망이 있어 갯벌 접근 불가했으나 현재 어촌뉴딜
갯벌훼손 등 위법행위에
300사업으로 철거
대한 감시, 신고 및 제재  양식장 지정위치, 어장감시 입간판 설치와 양식장 입구에 어
조치 여부
촌계원 3인1조로 현장감시(야간 포함) 수행(물때에 맞춰서만
(누가? 어떻게?)
감시)
 현장감시는 갯벌 현장 작업자가 수행하고, 고령자 어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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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답변
분들은 외부에서 감시 수행
 외부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경에서도 규제에 한계가 있으
며, 중재수준의 역할 수행
 어장감시용 드론을 활용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
으며, 현재는 해상 VPS 시스템 활용
 사리 때 한달에 12일 정도 3~4인이 감시
- 일당 3만 원
 법이 어민에게만 적용되고, 관광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관
광객은 처벌받지 않음
- 크기 제한, 산란기 채취 금지 등
- 개정되어서 납 차고 들어가면 처벌받는 수준
 해경 파출소 없고 모청으로 모아 둬서 신속대응이 어렵고, 기
강도 해이해 짐
 외지인 불법조업은 10여 년 전에는 많았는나 이후 감소
 어촌계원의 감시활동을 통해 현재 불법조업은 없는 상태
 갯벌은 군에서, 공유수면은 해경이, 야간에는 어민이 감시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방식과 지원기간

 어촌종합개발 1차 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9채 들어갈 수 있는 교육 및 숙박 시
설 설치 추진(연말 완공 예정)
 지역 소재 민간기업 지원으로 마을 행사(직원 교육, 어촌 정화
활동 등) 개최
 지역기업, 지자체 지원 등으로 종패사업 확대 가능
 수산직불금
- 일부는 주민이, 15%는 어촌계가 받아 사업함
- 군에서 적극적 협조
 그 외 어촌계원 회비 20만 원(연간) 모아 사업할 때 사용
 수산직불금(해양쓰레기 청소)
 낙지목장 관련하여 수산종묘장에서 종자 공급 및 군 지원으로
운영
 어촌뉴딜 외 특별한 사업은 없음

지원받은 예산의 수용
주체, 예산 분배 방식,
주요 예산 투입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백미리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영어조합법인 공장 세우는 데
투자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어촌계 수입관리 및 분배는 모두 수협을
통해 처리
 바지락젓, 어리굴젓을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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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관리 현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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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답변
협을 통해 판매하진 않음
 수입 배분은 주로 바다 관리, 주민 지원 등으로 구분됨

 수산사무소에서 배 이동 수리, 패류 독성 실험 수행
 소통 요원하고, 관리·지원 없음
- 어업경영체등록 정도
지자체 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  (군청) 농협, 수협 가입 어민, 이장은 월급직, 어촌계장은 봉사
감독, 지원 등 갯벌
직에 해당
관리측면에서 담당 역할 - 군 차원 별도 지원 없음. 수당 지원 희망
 (지방해양수산청) 회의만 참석. 특별한 교류는 없음.
- 김 병충해 교육 제공 정도

기타

 정년퇴직한 60대 이상 인구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 귀어해야 함
- 어업 배우는 데만 해도 5년, 10년 소요되기 때문
 어촌체험마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갯벌에 발이 너무
깊이 빠짐)
 추포대교 개통 예정(추석~연말)
- 다리 아래 콘크리트로 매립지역 철거 지속 요청
 인구구조 변화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큼
 시도별로 금어기 시행토록 하는 문제
- 여수, 신안 여건이 달라 금어기 합의 도달 어려움
 장흥은 무산김 시행한 지 3년 만에 낙지 등 생태계 회복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계 등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면접설문의 둘째 분야로 해당지역의 자치조직이나 어촌계 등이 겪
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질의했다. 특히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어촌계 구성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갯벌 지역의 경제적 여건인 갯벌수산물을 통한 어업 소득 또는 외지
인 유입을 통한 관광 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에 대한
지역의 입장 또는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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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의 인구구조와 어촌계 구조 변화
면접을 진행한 갯벌 인접 어촌계와 마을 자치조직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
만, 더 큰 문제로는 어촌 내 인구구조가 노령층이 늘어나는 반면 젊
은 계층이 갈수록 감소하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지역 내에 학
생 수가 줄면서 초중고가 통폐합되고, 결국 기존에 거주하던 학생들
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면서 어촌에 거주하며 남아있던 학생 가정마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어촌 인구구조 변동의
근본적 원인과 이를 가속화하는 원인을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지역
에서 체감하는 경향은 젊은 가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상
대적으로 지역 내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통
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2010
년 들어 귀향민과 귀어민이 늘어나면서 인구 규모에는 별 차이가 없
다는 답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를 볼 때 10년 후에는 갯벌 어촌 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어촌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갯벌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와 다름이 없는데,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에 대한 어
촌계의 수용성은 지역마다 차이가 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촌계
내부규약을 통해 어촌계원 수용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공통
된 조건으로는 해당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3년 이상 지역에 거
주하고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후에 어촌계내부 회의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했다. 일부 어촌계원이 많고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총원을 규제하여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결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지역에 부모가 거주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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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는 등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귀향민에게만 가입을 허가하는 조
건을 갖는 경우도 확인이 가능했다. 가입이 허락된 경우에도 가입비
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다.
어촌계 역시 하나의 조직체로서 조직원의 신규가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을어장의 규모가 거의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어촌계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
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인력 규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어촌계 가입에 관해 사전에 규칙을 정하고 귀어민이나 귀
향민과 같은 세부 조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갯벌에서의
경제활동은 농업과 같이 토지와 장비 등의 투자가 없이도 개인의 노
동력만 투입하면 가능한 상황에서 어촌계가 생산과 배분의 기본이
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갯벌의 과잉 이용을 예방하는
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귀향민과 귀어민을 어촌계 가입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다루
는 문제는 지역연고가 부족한 귀어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 귀어민이 귀향민보다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
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전제된 조건으로 보이지만, 귀향민 역시
일정한 기간 정착 여부를 관찰하고 원만한 정착을 증명할 수 있는 기
간 조건을 귀어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면접 과정에서 질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부락 구조
를 이어온 지역사회에서 이를 어촌계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응답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혈연 관계를 무시한 의사결정을 지역사회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어촌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에 어촌계 가입에 관한 기본 준칙 등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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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에 관한 개방성을 확보하고, 가입 조건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의 주요 소득원
갯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피면접자에게 질의했
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규모는 어촌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관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났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패류나
연체동물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어촌계를 통한
어업소득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어장으로서 가
치고 크고 때로는 치패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이에 대한 수요가 많
은 경우 어촌계는 주로 어업활동에만 주력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장
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외지에서 방문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소득
원 발굴에 관한 관심이 컸다. 어장의 생산력 또는 어업소득과 반비례
해서 관광 등 어업외소득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체험이나 관광을 위한 방문객의 규모가 인근
에 위치한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보고 이
에 대해 질의했으나, 공통적으로 찾아올만한 공간, 즉 적절한 관광요
소가 존재할 경우 대도시와의 거리는 관계없이 방문객이 결정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통의 발달로 이동시간이 크게 제약되지 않은 상황
에서 관광적 매력물의 중요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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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갯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분야 주요 결과 요약

자료: 저자 작성

<표 3-36> 갯벌 관리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면접조사 주요 답변
어촌계 등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질문

주요 답변

어촌계 현황
(현재 규모와
최근의 변화
경향)

 A 지역 어촌계원 124명
- 70년대 자율관리공동체 초창기 69명으로 시작
 B 지역 어촌계원: 50명, 어업인력: 80명
 C 지역 254명(준계원 10명)
- 가족까지 350~450명
 D 지역 : 1개 어촌계, 4개 마을(1구~4구), 약 45호
 어촌계의 규모는 어촌계별로 매우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인
구 감소를 경험

 고령화에 따른 향후 어촌계원 감소 예상
 2007년 유류오염사고 이후 젊은 인구 유입
 10년쯤 지나면 현재 인구 40% 소멸 전망
 고령화 진행, 젊은 층 없음(학교 폐교)
지역의 인구구조
- 약 60세가 젊은 편(마을 이장)
변화
 고령화 진행 중
 평균 40대
 농촌보다는 어촌 고령화 덜 심각
 농업보다 노동 강도 강하고, 수입 높음
귀어민 등
외부인구의
유입과 수용

 백미리의 경우 거주민 중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 30% 이상
- 정년퇴직 후 귀향
 귀어조건 까다롭지 않음(문턱 낮음)
- 백미리에 내집 보유, 가입비 1,500~1,700만 원

191

제
3
장

어촌계 등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질문

주요 답변
 외부로부터의 귀어민을 어촌계원으로 잘 받지 않음
 어촌계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3년 거주 및 입어비를 받음
(입어비가 비쌈)
 어촌계원들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탈퇴시킴
 귀어인 유형
1) 부모가 계셔서 퇴직 후 귀향하는 경우
2) 어촌계지역에서 거주하다 어촌계와 잘 맞아 흡수되는 경우
3) 생계 유지 목적을 위해 귀어한 경우
 귀향민 수용, 귀어민 불용
- 지역에 집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귀향민(자녀)에게만, 500만 원 받고
계원으로 수용
 인구 줄면 귀어민도 받을 것
- 현재는 어촌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귀어민은 받지 않고 있음
 어촌계 관리를 위한 총 계원 수 제한
- 총 어촌계원 수가 정해져 있어 총원 수를 초과한 신규 귀어민이 발생 시
대기해야 함
 마을 내 3년간 거주
 어촌계비 납부
 외국인노동자
 규약에 따라 3년 이상 실거주해서 조화되어야 함
- 단, 귀향민은 회의만 통과하면 가능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
 귀어는 비활성화
- 수익 발생까지 버티기 힘듦
- 귀어조건은 3년 이상 실거주(집 소유), 맨손어업 종사, 어촌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관광업, 양식업은 이제 시작 단계
 공동 사업 수익으로 작년 약 7억 9천만 원 정도 소득 발생
 패류양식업(바지락 등)이 주요 소득원이며, 기타 해산물은 개인 판매
 바지락은 수산직불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꾸미만 해당됨
주요 소득원
 양식업
(양식업, 관광업
- 어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체험어장 등 외부인구 유입 필요성 없음
등 최근 변화)
 낙지(주낙어업)
- 생산량 감소(약 300마리/1일, 4hr → 약 100마리)
 관광업 시작(2019)
- 2019년부터 수선화 섬으로 홍보·축제 시작, 주민 소득 창출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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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등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질문

주요 답변
미진한 수준(숙박, 식당 시설 부족)
 낙지, 농게, 감태, 김
 낙지 목장 운영 중에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제도화 필요
 김, 전복, 다시마, 미역, 염전
 김, 낙지
- 많을 땐 3천만~1억 원 수익 났지만, 현재는 남획으로 인해 낙지 조업만
으로는 생계 어려움

 어촌체험마을 관광업
 웅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실 설치(주민 모금)
 교육 및 숙박시설에 대한 수입은 어촌계 수입으로 책정
 외부인 유입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시키되 어촌체험을 위한 인
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소득 변화의 주요  웅도에서도 체험마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요인, 어촌계가  6차 산업 추진을 위해 2015년 해수부에서, 현재는 행안부에서 6차 역량
희망하는
강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바지락 엑기스 가공상품화 사업 추진(세명대
장기적인
와 협업)
소득원(관광,  종패어장(계장님 개인생각)
체험마을 운영,  수선화 축제를 통한 어촌계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기대
양식 확대 등)  수선화 축제 운영 중
 축제로 발생되는 소득원이 없음
 축제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산을 개발해 야영지 등 관광지 만들 예정
 세계 최장 노둣길, 축제 개발 필요
 해수욕장 마을 공동 운영
갯벌관리 주체의
 갯벌 관리는 어촌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 관리 조직은 없음
현황과 바람직한
 갯벌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운영의 제도화 필요
관리 주체
지역의
별도자치조직
(예: 지역주민
협의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등)
여부와 효과

 부녀회, 방범대, 노인회 등
- 2개 리, 1개 어촌계
 어촌계 외 조직 없음
 어촌계 외 조직 없음
 군, 청 등에 목소리 전할 조직 없음
 김, 실뱀장어 등 어업 형태별 조직은 있지만, 공식적 조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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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등 지역조직의 사회·경제적 변화
질문

주요 답변

기타

 성공요인
- 리더십(사심 없음), 회계 투명성(현금 거래 없음), 지역주민 교육(지속
적)
 유류오염사고 이후, 자치 해결하려는 의지 저하
- 문제 생기면, 군청 등 다른 곳에 해결 요구
 요트와의 전쟁
- 항 하나는 마리나항으로 개방해서 구역 구분 요망
-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요트-조업선 충돌 사고 나면 무조건 조업선 잘못: 밤에 요트 안 보이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문제가 있는데, 법이 편파적임
 신안군, 해수청에서 낙지 치어방류 사업 지원
- 낙지 목장(구역) 정해서 치어방류
- 이 구역에서 낙지 조업 금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선도 현지실사 완료(2019)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군, 도, 해양수산부 다 외면
 수산물 수출액 중 김이 1위 한 지 몇 년
 김 양식에 보통 염산 사용, 4~5년 전부터 훨씬 독한 황산 사용 중. 적극
적 제재, 대책 마련 필요
- 수질 저하로 규조(뻘곱?) 등으로 생기는 김 병충해 막기 위해 사용
- 위장용으로 대부분 활성처리제 사용, 정부지원(85%), 어민(15%). 실제
로는 황산 또는 염산 사용함
- 갯벌에 지속적 약영향 미침. 갯벌 생태계에 지속적 악영향 미침
- 김 활성처리제 연구개발 시급

자료: 저자 작성

(3) 갯벌법 제정 취지와 지역 적용 가능성
피면접자에게 2020년부터 시행된 「갯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
고 이와 유사한 제도의 시행 여부, 또는 「갯벌법」 내 제도 적용의 가
능성을 질의했다. 「갯벌법」에는 갯벌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갯벌관리구역 제도와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청정갯벌로 지정하는
제도 등이 있다. 피면접자의 대부분이 최근 시행된 「갯벌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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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상태였으면, 면접 과정에서는 개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
고 이와 유사한 관리가 있는지 또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지 등을 중점
적으로 질의했다.
면접 결과 휴식년제 또는 금어 구역에 대한 이해와 동의 정도가 컸
다. 모 어촌계에서는 관할 어장 17개 중 4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휴
식년제와 같이 채취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휴식구
역 또는 금어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경우를 확인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전남권에서는 낙지의 재생산을 위해 일정한 구역을 ‘낙지목장’
으로 정하고 유어를 방류한 후 일정 기간 해당구역에서 채취를 금지
하기도 했다. 수산자원 관리 수단으로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이 보편
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갯벌 내에서는 휴식구역 등 공간관리를 통한
자원관리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부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갯벌에 별도로 설정한 지역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갯벌체험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구역을 유어장으로 정해 방문객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갯벌법」의 관리구역 중 ‘갯벌체험구역’과 유사한데, 법에서는
체험구역에서 “교육·관광·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홍
보 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제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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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갯벌법 제정 취지와 지역 적용성 분야 주요 결과 요약

자료: 저자 작성

<표 3-37> 갯벌법 취지의 이해와 적용가능성 관련 면접조사 주요 답변
「갯벌법」 주요 내용 관련
질문

주요 답변

「갯벌법」 인지와
취지

 생소함
 법 시행하면 준수해야 하겠지만 제재 조치가 뒤따르게 되어 반갑지
않음
 못 들어봄

갯벌관리구역
유사제도 및
도입 필요성

 자체적으로 갯벌 유어장 구획
- 어종별로 체험장 정하고, 갯골 위치에는 안전요원 배치
 외부인의 체험활동을 위해 구역 설정(3ha), 어장휴식년제 등 자체
적으로 구역 구분을 일부 하고 있음
 어촌계 자체적으로 휴식구역과 유사한 개념의 금어기 정해서 하고
있음
 유사개념으로 낙지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
도화 필요
 좋음
 양식장 17개소 중 4개소는 어장 휴식년제 적용 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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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주요 내용 관련
- 물때에 따라 매번 조업구역 달라짐
- 대체어장 필요(휴식기간 동안 시설물 옮겨둘 곳)
- 해녀 생계 문제 존재
 자발적 금어기 지정(2개월)
- 봄 기간 동안 격년제로 금어기 지정

청정갯벌 도입
필요성

 굴, 바지락, 낙지 등 웅도 지리적 표시제 취득했음
 주꾸미를 대상으로 청정갯벌 수산물 인증 시도는 했으나, 보관장소
가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미추진
 국가에서 보관창고 등 청정갯벌 제도 인증을 위한 지원이 있을 경우
할 의지는 있음

하수처리 국가
지원 필요성

 행안부에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필요 건의
- 단, 선정 기준을 거주민 수가 아닌 외부 관광객 수를 반영해야 함
 개인 정화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정화시설 완비
 정화시설 없음
 정화시설은 따로 없음
- 가정용 정화조, 자연 방류

기타

 기계화 필요(땅 갈기 등)
 ‘해낙지(얕은 곳에서 낙지 줍기)’ 중에 사고 발생하는 경우 있음
 낙지잡이 배가 김 줄에 걸려 사고

자료: 저자 작성

(4) 지역민의 관리 참여와 거버넌스
앞서 갯벌 지역에서의 환경문제와 사회적 변화, 관리 조직, 관리
수단의 문제들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응하는 지역의 관리 방식 또는
지역자치 조직의 참여와 유지에 관하여 질문했다. 특히 지역민이 자
율적 관리를 통해 갯벌을 관리할 수 있을지, 여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도 함께 질문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어촌계 중심의 어장관리, 자율관리어업에 대
한 사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갯벌에 대한 자율관리에 있어 지역민
의 자율적인 관리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다. 마을어장을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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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익을 창출했던 관리 방식에 더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도 이를 충분히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
다. 다만 ‘재정적 지원’과 ‘어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적 지원은 갯벌의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
공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
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유입한 쓰레기의 처리에서 시작해,
지역 내 발생한 오수처리를 위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정화조 관리 등의 비용을 공동부담하거나 이를 일부 정부에서 지원
함으로써 갯벌 관리에 있어 지역의 책임을 높이고 관리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지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필요
성도 언급됐다. 연령이 높은 계층은 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고 교육
효과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지만, 새로 유입하는 인구나 지역사회 내
젊은 층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겠다는 수요가 존재
한다는 지적이다.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어업 기술은 물론, 환경
관리의 원리나 방법,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 자율관리의 역량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로 해석된다. 이는 지역 내에서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갯벌에서 가장 민감한 변화인 토질의 변화 역
시 인근 갯벌에서 객토나 모래 유입 등의 영향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주변 지역과의 갈등으로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외부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나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 등이 있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

198

제 3 장 갯벌 관리 현황과 거버넌스 분석

면접 과정에서 지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교육이 지역민의 자존감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접할 수 있었다.

<그림 3-14> 지역민 갯벌관리 참여와 거버넌스 분야 주요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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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갯벌 관리 지역주민 거버넌스 관련 면접조사 주요 답변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질문

주요 답변

지역 자율적
갯벌 관리의
가능성

 양식장 17개소 중 4개소는 어장 휴식년제 적용 등 회의를 통한 자율
어업관리 수행 중
 어촌계 주민들도 양식장에 2명만 입장 가능으로 규정
(어촌계 가족, 친척도 입장 불가)
 하루 80kg 채취 가능하도록 규정
 소출을 맞추기 위해 번갈아가며 지정된 양식장에서만 양식이 가능하
도록 규정
 자율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 단합과 소득창출이 중요함
 주민 합의가 필요하며, 자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근거 필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방안

 체험마을 안내인, 장화씻기 등 아르바이트(10만 원)
- 수익사업을 해서 공동체 복지에 활용
 생산물 가공공장 운영 등
- 향후 사회적 기업 고민 중
 어촌계에서 바지락만 공동 사업으로 물량 확보하여 부녀회에서 주문
판매하고 있으며, 굴 등은 직접 채취하여 젓갈로 개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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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질문

주요 답변
 지자체 지원,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노력 필요하다고 판단됨
 어업관련 사항은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 마을 관련사항은 이장이 결정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
 국가 주도의 지속적 어민교육 필요
- 어민은 보전보다는 이용에 치중,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어릴 때부터
교육 필요

지역사회 내부
또는 외부와의
갈등 발생과
해결

 과거 씨족마을이었을 때 가족 내 갈등
- 장자만 어촌계원 자격 승계
 어촌계장(리더)직 고령자 → 젊은 층
 자율관리를 통한 금어기 기간 중 불법 통발작업(낙지)으로 주민 내부
갈등 발생
 복합어업면허 가입 등 자격 갖춘 이 외의 무업활동은 엄격히 규제하
여 2~3년 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갈등 해소
 체험마을, 어촌계 각각의 정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협 정관(표준)
보다 어촌계 정관을 더 중요시 여김
 자율관리 규정 마련되어 있음
(내부)
 어촌계장 선거마다 갈등
- 봉사직 아니기 때문
 업종 간 갈등
 무허가-허가업자 간 갈등
(외부)
 근소만에 살포한 모래가 밀려와 파도리 어장 바닥이 딱딱해짐
 파도리 미역 때문에 인근 어장 조류 막혀서 바지락 못 자란다고 갈등
 내부 갈등 없음. 단결력 좋은 편
 7~8년 전, 목포어촌계에서 불법조업해서 갈등 있었으나 현재는 해결
 지역공동체이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갈등 해결장치가 따로 마
련되어 있지 않음

인접
어촌계와의
협력

 경계선 등으로 인접 어촌계와 갈등이 있었으나, 어촌계 지선 정리로
갈등 해소
 타 어촌계 어업구역에서의 채취 문제도 합의를 통해 갈등 해소

기타

 리더 및 지역민 교육 중요
- 지역민 높은 자존감, 주인의식, 역량강화 중요
 어촌지역 내 공동화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필요
 어민 교육 따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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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질문

주요 답변
- 젊은 사람들은 찾아서 교육받지만, 어르신들은 관심 없어 하심
- 광역사업 따온 경우에는 교육 시행
(광역사업 내용: 어구적치장, 세탁실, 해옥 살포, 빈티지 페인트칠 등)
 뉴딜 149억 원. 보통 받는 100억 원+ 50억 원은 기항지로 받음. 기항
지에 70억 원 쓰고, 해수욕장 등에 70억 원 쓸 예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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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거버넌스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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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방향 도출 배경
우리나라 해양환경 조건에서 사람의 이용이 활발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은 갯벌이다. 동서남해 삼면에 위치한 바다가 각기 다른
특징을 보유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남해에 펼쳐진 갯벌은 1990년
대 환경스페셜 ‘갯벌은 살아있다’와 2000년대 초반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 반대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갯
벌의 보전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간척 사업 찬반에 대한 사회적 논
란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지만, 갯벌은 여전히 어장으로서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고,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
은 수산생물을 얻기 위한 것들이다. 앞서 살펴본 수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대개 이들 어장을 유지하고, 어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203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이 어장으로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생물을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포괄적
으로 살펴보고, 갯벌 환경과 생태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는 어떤 변화
가 나타날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현장 인터뷰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마을어업과 패류양식에 대한 면허
사항을 관리하거나 종패를 투입하는 사업 외에는 갯벌에 대한 관리
는 대부분 지역의 어촌계가 맡고 있다. 어촌계가 어장 관리의 연장선
에서 일부 환경관리나 불법행위 감시, 외지인의 어장 훼손 등을 관리
하면서 실질적인 갯벌 관리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면담 과정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갯벌은 환경보전과 관련한 법률을 통해 관리된 측면도 있다.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20년 넘게 갯벌생태계 조사를 통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갯벌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호
구역을 지정했다. 갯벌생태계 조사는 갯벌의 생태현황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의 해석이 전국
을 대상으로 또는 생태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되는 시도 단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갯벌의 환경변화나 그 원인을 파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생태계가 우수
한 곳을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나, 이에 따른 관리조치
가 대부분 공유수면 수위 증감 활동의 금지나 매립이나 토석 채취 금
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갯벌에서도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비슷
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큰 차별성이 없었다. 더욱이 2018
년 신안군 앞바다의 갯벌 1,100.8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서, 전체 갯벌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셈이 되었다.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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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인 연안습지의 절반 이상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현장 인터뷰 결과, 많은 경우 보
호지역 지정이 갯벌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갯벌은 패류와 낙지 등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으
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갯벌에 인접한 지역사회의 생활 방식이 달
라지고 이에 따라 오염원의 유입량이나 유입방식도 변화하고, 기후
조건도 함께 변화하는 가운데 갯벌에서 삶을 유지하는 어민들은 갯
벌의 환경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 많은 경우 갯벌수산물에도 변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산물 통계에서도 대단위 양식이 이루어지는
굴과 바지락 외에는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
침하는 사실이다. 갯벌 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 원인을 찾지는 않은
채 개별 지역에서는 모래살포나 경운 등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검토나 사후 평가도 없이 이들 사업이 현장에서 시행
되고 있다. 설혹 이런 대처가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살포했던 모래가
이내 다른 곳에서 쌓이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경우도 확
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인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도 갯벌 주변의 공동체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갯벌 주변 어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표
되는 사회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개별 마을이나 어촌계에서는 갯벌
의 퇴적상이나 수온 변화와 같이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변화를 겪기도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갯벌이 어장으로서의 생
산적 가치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어촌계로 대
표되는 갯벌 내 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조직이 장기적으로 고
령화의 흐름 앞에 그 관리역량 자체가 약화될 우려도 현장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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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제정된 「갯벌법」은 갯벌의 생산적 가치는 물론 보전적 가치
나 생태관광 등 새로운 활용가치도 주목하였고, 관리 수단으로는 용
도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관리 수단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능동적 관
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국에 산재된 2,500㎢에 달하는 갯벌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관리조직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에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갯벌을, 특히 갯벌 내 어장을 관리하던 어촌계 등
기존의 자치조직을 대상으로 물적으로나 교육, 역량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일방적인 지원이 아
니라 민관의 새로운 협력방식이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환
경 거버넌스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리더십이 높을 때는 자율적 환경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적절한 리더가 사라지거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공동체의 역량이 약해지면 공동체 관리 역시 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별 공동체가 갯
벌 관리를 위해 시도할만한 역할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원
함으로써 공동체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또한 갯벌이 단순히 어민을 위한 어장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공유재로서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거
버넌스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갯벌 관리 거버넌스가 지역만이 아
닌 일반시민이나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형태로 구축되는 것
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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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문제 인식
앞서 갯벌의 관리 현황이나 관리 여건의 변화, 어촌계와 같은 기존
관리조직 또는 이해관계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인자들,
그리고 지역의 대응 등을 살펴본 결과, 갯벌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갯벌에 대한 이용이 수산물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다. 학술연
구 등에서는 갯벌의 다양한 가치가 논의되고,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중시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갯벌 현장
에서는 수산물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 외에는 특별히 갯벌에 대한 유
무형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갯벌의 가치가 다양하
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갯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내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갯벌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중심의 기존 접근에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갯벌 관리에 가용할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 ‘갯벌에서 채
취 가능한 수산자원은 얼마나 생산되는지’ 또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수확량은 얼마나 될 것인
가’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
다. 적어도 가장 효용이 큰 수산업 측면에서조차 갯벌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활용하
기 위해서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갯벌생태계 조사 결과 역시, 지
역에서 이를 활용해 갯벌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
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적어도 어떤 어촌계가 관리하는 갯벌, 나아
가 반폐쇄형의 만과 같이 동일한 생태적, 환경적 특징을 보유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갯벌이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다른 갯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207

제
4
장

정보가 부족하다. 조사정점의 부족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만 단위와 같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단위갯벌에 대한 평가 수요가 없
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생산 필요성도 낮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어촌계로 대표되는 지역 자치조직의 공간적 관리범위가 생
태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갯벌의 규모보다 매우 작다. 어촌계는 부락
단위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 같은 시군은 물론 읍면동리 안에서도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갯벌은 대개 동일한 조수의 영
향, 또는 육지나 해양의 오염원에 의해 거의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
기 때문에 공동의 관리가 필요한 환경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어
촌계의 앞바다에서 유류오염이 발생하거나, 육상에서 살포한 농약이
나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하면 두 어촌계가 관리하는 각각의 갯벌
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적어도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나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공간의
확장이나 개별 공동체 조직의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넷째, 앞서 여러 공동체가 공동으로 갯벌과 주변의 환경관리를 해
야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언급한 내용이지만, 갯벌은 바다의 영향만
큼 육지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직접적으로 육상 유역에서 발생한 오
염물질이 빗물이나 하천을 따라 갯벌로 유입한다. 갯벌이 비록 자정
능력이 뛰어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 그리고 어떤 오
염원이 유역에서 발생해 갯벌에 유입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촌
계 면담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유역 내 주택시설의 하수 처리 방식
이 과거와 달리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갯벌에 유입하는 오염원의 양
이나 형태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역에서도 예를 들어 갯벌
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양식 중 김양식에 산처리제가 이용되는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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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써서는 안 되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지역민이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 양이나 영향이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을뿐더러 많은 경우 어촌사회 내에서
묵과되기도 한다.
다섯째, 갯벌 지역에서는 어촌계라는 전통적이고 지역민에 기반한
풀뿌리 조직이 있고, 그동안 이를 통해 갯벌이 관리되어 온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역자치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 투명성이나 공정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면담 과정에서 일부 확
인된 사안으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외부의 정
기적인 점검이나 감독과 같은 절차가 없으면 내부에서 해소할 수 없
거나 외면한 문제를 자치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
다. ‘지역주의의 포악행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이 있는 외부기관에 의해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갯벌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어촌계가 있고, 공동생
산과 분배라는 경제적 원칙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최
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갯벌 관리에 있어 희
망적인 측면이다. 다만 지금까지 어촌계가 어장을 통해 공동의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작동원리였지만, 어장 외 갯벌의 다른
기능을 살리거나 환경적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은 어
촌계의 구성원에게 친숙하지 않고, 더욱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성이
낮아 보여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가 갯벌의 환경이나 생태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발굴
하고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협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센티브가 늘 경제적인 것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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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갯벌수산물의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앞서 거버넌스 이론적 틀에서 우리 갯벌의 관리 현황을 파
악하고 사회경제, 환경적 변화요인 앞에 현재 갯벌 관리가 부족한 측
면을 짚었다. 이는 다음 절에 제시될 정책 대안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상호
간에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분야별 개선방안
1.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수산-사회경제 정보의 생산
1) 관리 단위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생산
제3장 갯벌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보듯 정부는 국가해양생태계 종
합조사를 통해 매년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전국의 갯벌을 동서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조사하는 항목은 저서생물, 바닷새, 지형단면이나 퇴적환경, 보호
구역 내 주민인식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한 조사정점만 해도 700개가
넘는다. 매년 생태계 조사를 통해 대형저서동물이 600종 이상 보고
되고 있는데, 이들 생물상 자료는 대부분 정점별로 조사하여, 시도와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통계처리하여 발표된다.
그런데 현지에서 어촌계나 마을자치 조직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서 지역의 갯벌에 대한 과학적 조사나 평가자료가 존재하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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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국가 전체의 생태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
이 갯벌의 생태계 조사 결과를 접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갯벌을 매일같이 접하면서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민들은 과
학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자료는 아니어도 갯벌 생물을 통해 어장환
경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끼고 갯벌 환경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궁금해 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해
조사한 연구결과가 실제 이 자료를 통해 갯벌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
는 지역민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갯벌 생태
계 조사의 목적이 갯벌의 상태를 좀 더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것인데, 그 주체는 연구자나 일부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한정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가 갯벌의 어민이나 지역민에게 조사결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구
조라고 볼 수 있다.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경 모니터링’이 어
장의 수온 변화나 용존산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어민에게 제공하
기 위해 실시간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갯벌 생태계 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정보로 가공해 정보 수요자에게 전달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생물상 조사 중심의 단편적인 생태계 조사로는
갯벌의 생태계 변화는 물론 그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질이나 퇴적물 자료는 물론 그 변화를 야기하는 오염
원도 함께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주변지역에서 갯벌로
유입하는 하수나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
어야 한다. 하수나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유역 내 인구와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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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알아야만 한다. 즉, 현재 갯벌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갯벌 상태의 시간적 변화, 공간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조사여야 하고, 나아가 이 변화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
도 병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갯벌의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갯벌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생물의 자원량에 대한 평가는 관리를 하고
자 하는 단위갯벌별로 필요하다. 단위갯벌의 공간적 범위는 해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바다 또는 갯벌에
서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는 해역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어장의 환경이나 수산물의 자원량이나 생산량이 하나의
생태적 특성을 공유하는 전체 갯벌 생태계 변화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갯벌별로 나타나는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정보가 매
우 부족하다.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방문객센터의 관리자나 일선 지
구단위 수협의 담당자가 면담 과정에서 지적하듯, 갯벌에서 생산되
는 수산물의 생산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족하다. 갯벌의 가
장 직접적인 생태계서비스가 수산물 생산을 통한 공급서비스이고,
이는 수산물의 형태로 인위적으로 생태계에서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
문에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자원량의 추정이나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 파악에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이다.
갯벌 지역에서 어촌계는 규약을 통해 갯벌을 이용하는 전 과정, 즉
생산량이나 입어민의 숫자, 입어의 횟수 등을 통제함으로써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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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통제’에 활용되는 각각의 기준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갯벌별로 나타나는 생물상이 다르고 이들
의 자원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원평가는 이루어
지지 못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낙지가 주요 생산품목인 어떤 만이나
섬 주변의 갯벌에 낙지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고(총 자원량), 한 해 어
느 정도를 잡을 수 있는지(최대지속가능 생산량, MSY), 그리고 현재
낙지라는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지(자원
량 변화 경향),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채취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관리 조치의 필요성)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수산자원으로 이용되는 생물상의 채취정보 등이 필요하다.
갯벌별로 생태계 변화의 원인까지 확대된 조사나 갯벌의 수산자원
량에 대한 추정 등은 다음 단계로 어떤 관리정책을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광활한 갯벌을 매년 시
공간적으로 정밀한 수준의 조사를 국가가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
다. 조사인력의 수급 측면이나 사업관리와 같은 물리적인 측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사 주체를 현재와 같이 국가가 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
다. 국가는 갯벌 관리에 필요한 조사와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충실하게 하고, 지역 대학은 지역 내 갯벌 실태조사를 수행하
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지
자체도 조사나 통계 구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갯벌 관리
를 위한 투자 없이 무한동력처럼 생산물만 가져갈 수는 없다.
지역 단위에서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시도에
부설된 연구소 등을 활용하거나 연구조직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갯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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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선방안 1: 갯벌관리를 위한 정보의 생산
구분

개선 방향

비고

관리 단위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생산

 생물상 중심의 갯벌 조사에서 벗어나, 갯
벌의 생태적 특성 평가, 환경변화의 원인
조사(오염원 등), 사회경제적 조사와의  중앙정부 중심, 전
연계
국 단위 조사결과
 관리단위로 조사권역을 구분하고, 조사 해석에서 탈피
결과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지역의 대학, 공공
위한 자료 가공
연구기관의 활용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지역과 지역민이
활용할 것으로 목적

갯벌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

 자원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
한 주요 갯벌수산생물 자원량과 MSY 추
 자원변동의 주기나
정
외생변수에 대한
 전통지식과 과학적 추정치를 활용한 관
이해 증진
리조치의 강구(어획량, 구역, 시기 등의
조정)

자료: 저자 작성

2. 사회적 계약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갯벌 지역에서 어촌계는 어장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갯
벌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임을 확인했다. 다만 이
관리주체가 갯벌에 설정된 마을어장에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자
치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데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갯벌의 관리가 개별 어
장이 아니라 갯벌 생태계 전체,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나 이용 활동, 그리고 인구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에 대한 관리까지 역할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기존에 어장 관리가
중심이었던 어촌계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
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어장 관리 외의 활동이 어장의 생산성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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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어촌계에게 맡기기는 더욱 어
려워질 것이고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전국
어촌계 대부분이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대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갯벌 관리를 환경 관리, 생태계 관리, 나아가
마을환경 관리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
다리기 전에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관리 활동은 규제적인 성격보
다는 장려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주민 간에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의 ‘해양생물다양성관
리계약’이나 이미 육상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가능한 갯벌 환경관리 사업을 발굴해 시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양식에 있어 공업용 염산의 사용은 법률적
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무산김 사용은 비용 문제 등으로 지역에
서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관리계약을 통해 무산김 사용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도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일
정구역을 생물 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조건을 주고 대신에 해
당 생물의 자원량을 지역사회가 모니터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어렵
게 생물을 잡아서 내다 파는 대신에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면서 채
취금지구역이 유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생물자원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면서 지역민은 해당 기간 나타나
는 어업 소득의 부족 문제를 생물 모니터링 활동으로 대신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게 실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장 외 갯벌 관리 활동은 계약을 통해서 정부는 요청하고
어촌계는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갯벌에서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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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갯벌을 가꾸겠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계약을 하더라
도 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관리계약이 종료된다고 해도 갯벌 관리가 결국 어장의 생산성과
나아가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교육을 직접 하기보다는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이
나 산하 전문기관을 활용해 어민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표 4-2> 개선방안 2: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구분

개선 방향

비고

환경과 자원관리에
대한 사회적 계약의
체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정부와 지
역공동체 간의 계약을 통해 갯벌환경관  관리계약의 공모
리 업무를 시행
를 통해 지역별 사
 관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관리와 업 제안
감독 병행

권역별 어민
교육의 실시

 지역의 인적 역량, 혁신 역량 제고
 지방해양수산청,
 관리계약 종료 이후에도 환경관리의 중 공공기관 등을 활
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어민 교육 실시 용

자료: 저자 작성

3.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앞서 갯벌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갯벌 관리에 관한
관리주체를 살펴보는 항목에서도 드러나듯, 갯벌 해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은 종묘 살포 등의 사업 외에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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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갯벌이 포함된 해양보호
구역의 관리체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토한 육근형 외(2014)에
서도 마찬가지 결론이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지정
이후 실제 관리행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응답을 지자체 담당
자들로부터 확인하기도 했다.244) 이 연구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갯벌
관리체계의 핵심은 거의 모든 갯벌에 조직되어 있는 어촌계라는 공
동체를 활용하되, 이 조직이 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어장관리만이 아닌 갯벌의 지속가능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식을 찾는 것이다. 특히 갯벌의 지속가능
성은 앞서 갯벌실태조사를 통해 현재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후 어떻게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갯벌의 생태적 특징이 어촌계
간의 경계, 과거 소위 ‘지선’으로 불리던 어촌계 간 경계선 내에만 한
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갯벌은 조류에 의한 해수의 움직임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간적 범위, 예를 들어 만이나 권역별로 거의 동일한
생태적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같은 생태적 특성을 갖는 갯벌
내에서는 공통된 환경적 변화나 외부 위협요인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유류유출 사
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근소만이나 가로림만으로
유출된 기름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245) 만 내 모든 어민들이 공
동으로 노력했던 것도 같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갯벌의 어
느 한 곳에 유입하게 되면, 이내 포자나 뿌리를 통해 인접한 갯벌로
244) 육근형 외(2014), p. 132.
245)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2009), p. 8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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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게 된다. 적어도 어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가
있지만, 갯벌의 환경과 생태계에 인위적인 경계를 나눌 수는 없다.
반대로 자기 어장에서 자원조성이나 환경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
도 그 혜택이 이를 노력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다. 자원 조성의 노력이 내부화되지 못하고 이른바 풍부해진 생태계
에서 ‘흘러넘침(spill-over) 효과’에 의해 외부로 빠져나간다. 개별 주
체가 단독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같은 생태권역 내에
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갯벌의 환경관리에 있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갯벌에서 같은 생태적 특성을 갖고, 같은 환경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권역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묶어서 관리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공간적 범위를 기존 어촌계보다 키워 관리갯벌에 대한 생태적
또는 수산업적 수용력을 평가하고, 공통으로 직면하는 환경변화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리목표와 관리수
단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틀 안에서 동일한 권역이나 만 안
에 속한 개별 어촌계는 각각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약속을 지킬
지,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갯벌 관리가 단지 개별 어장의 관리가 아닌 갯벌의 온전하고 다
양한 가치를 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 단위로서 갯벌의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위 권역 내 민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갯벌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과학적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공동의 의사결정, 신뢰에 기반한 합의 이행이라
고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갯벌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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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자, 이후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유지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관리위원
회를 통해서 같은 생태적 특성을 공유하는 단위갯벌별로 어떤 문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여
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궁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산만 해역관리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선례와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단위갯벌 내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관리위원회에 참여
함으로써 갯벌 이용행위나 방식도 상호 간에 점검하고 견제할 수 있
다.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해당 갯벌
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갯벌의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갯벌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경험을 통해
조사와 연구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갯벌이라는 공유
재 관리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도 정
리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정의
할 수도 있다.
단위갯벌별로 조직된 관리위원회는 일정한 임무를 가지고 갯벌 관
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만이나 권역 단위의 갯벌관리위원회 조직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역할도 근거를 갖도록 법적 보완이 함께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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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갯벌 관리 거버넌스 구성 이해관계자(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3> 개선방안 3: 단위 갯벌별 관리 거버넌스 확보
구분
만 단위 갯벌
관리위원회 조직

개선 방향

비고

 생태권역과 행정구역을 고려한 단위갯벌  환경(생태-수산) 공
구분과 이해관계자 참여
동체로서 단위갯벌
 운영규정, 진행방식의 합의
의 설정

 단위갯벌별 환경상태, 위협요인의 규명을  관리계획 수립 주체
단위 갯벌별
위한 조사와 연구 동반
로서 관리위원회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목표의 설정
 관리위원회의 법적
이행, 점검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
근거 마련과 기능 규
 이행여부의 확인과 검토, 환류
정
자료: 저자 작성

4.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갯벌은 그동안 주로 어장으로 이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갯벌에 인접한 어촌사회를 부양해왔다. 최근 연안 비도시 지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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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인구의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학적인 문제가 나타나
기도 하지만, 어촌계원 수는 이에 비하여 감소폭이 크지 않을뿐더러,
일부 생산성이 좋은 갯벌 지역에서는 어촌계와 계원의 수가 늘어나
는 경우도 있다.
갯벌의 수산물 생산은 적정한 생산량 관리와 환경관리가 수반되면
특별한 투자 없이도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
근에는 갯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생산 외에
갯벌의 다른 가치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장을 유지하려는 어촌
사회에서 보기에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리 때 물이 빠진
갯벌에서 패류나 게를 잡는 해루질은 최근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활동 중 하나이다. 해루질은 아니지만 이미 제도로 안착되어 시행되
고 있는 갯벌체험의 경우, 체험 방문객을 통해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
나는 지역도 있다. 그동안 어촌체험마을도 100개소 넘게 지정(2018
년 기준)되었고, 체험마을 방문객도 2014년 883만 명에서 2018년
981만 명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다.246)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갯벌 인근의 어촌사회 입장에서
보면 어촌체험이나 기존에 수산 활동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갯벌
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필요하다.
우선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있는 갯벌체험의 저변을 넓히고 생태적
으로도 영향이 적은 방법을 찾아 적용함으로써 국민과 지역 모두에
게 도움이 되고 갯벌환경의 유지·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갯벌체험이 게나 조개를 채집하는 방식을 취했
지만, 이는 해당지역의 생태자원을 이내 고갈하게 만든다. 더욱이 많
246) 해양수산부 부서별사전공표(검색일 :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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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갯벌에서 이동하면서 갯벌이 딱딱해지는 답압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갯벌에서 생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한된 공간만을 체험객이
이용하되, 채집할 만한 생물을 다른 갯벌에서 잡아다가 체험이 시작
되기 전에 뿌려두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경우 모두 생물자원을 일방적으로 소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는 차이가 없다.
최근에는 학교 중심으로 생태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체험교육도 중
요시되고 있으며, 해양 분야에서도 2016년 수립한 ‘제1차 해양환경
교육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법정 계획을 확보했
다.247) 더욱이 교육에 더해 문화까지 포괄한 「해양교육문화법」이 제
정248)되기도 했다. 갈수록 해양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양환경 중 가장 접근이 쉽고 체험하기
용이한 환경으로서 갯벌을 교육과 문화의 콘텐츠로 이용하기 위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갯벌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또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지역에서는 소모적인 갯벌체험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
게 의미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태교육과 체험 프
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분야 역시 앞서 만 단위 갯벌관
리위원회 등에서 만별 공동의 발전전략 안에서 고려함으로써 개별적
인 갯벌이 아닌 권역 내에서 특성별로 묶거나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
는 전략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
247) 해양수산부(2016. 1. 17).
24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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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연·문화·관광·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 갯벌의 기능이 확
대되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홍보로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 이용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갯벌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늘고 보전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강조되
고 있다. 갯벌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 갯벌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활동들을 적
절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활동에 있어서도
갯벌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핵심활동과 갯벌 주변지역으로 파생되는
부가활동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에 맞는 맞춤형 공간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 관련 법제도로 「갯벌법」에 갯벌관리구역으로 갯벌보전
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갯벌관리구역지정을 위한 기준249)으
로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보호생물
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갯
벌 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험 활동을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갯벌 범위, 관리 방향,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보전 조치, 오염 예방 및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하고, 관련된 업무로는 갯벌관리구역별로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
사고 예방, 생산증대, 체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 지정부터 모든 사안을 수
행하는 주체로 되어 있어 갯벌관리구역이 설정되는 지자체의 여건이
나 필요성, 관리여건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전국 갯벌이 각각 그 특
249) 「갯벌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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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르듯 관리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관리구역 지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는 것과 아
울러 조례 제정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이후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갯벌관리구역 설정과 관리계획 수립 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침을 통해 갯벌관리구역과 관리계획이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이행되더라도 제도 도입의 취지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원리와
방식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로 권한을 확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관리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정기적으
로 감독하거나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이나 제재 등이 가능하
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4> 개선방안 4: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확대
구분
생태교육형 갯벌
체험 활동

개선 방향

비고

 기존의 채집형 체험활동에서 생태교육이
병행되는 갯벌체험 탐방으로의 전환
 지역 교육청 연계
 만 단위 어촌특성을 연계한 공동 활용전략

 환경교육 측면의 기반 시설의 건립(권역별
교육 기반 시설 및 갯벌·해양 환경(생태)교육센터 설립)
 갯벌생태해설사 제
콘텐츠 확보
 갯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공 도의 활용
모전 등을 활용한 갯벌별 개성 강조)
갯벌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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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촌사회 및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어촌계는 자기 마을어장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
다 잘 안다. 바닷물과 토질의 변화, 태풍이나 계절변화에 따라 마을
어장과 수산물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누적된 세월 속에서 전통지
식의 형태로 마을 내 공동체에서 전승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
의 전통지식은 개별 갯벌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 해양학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갯벌에 적용하기 어려운 유일무이한 특
성이 된다.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관리하면서도 특별히 과학적 지식
이 없이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이렇
게 누적되어 전승된 어장 관리에 대한 전통지식이 살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역의 전통지식만으로는 갯벌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환
경변화에 따른 환경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어장 중심의 갯벌 관리에서 나아가 갯벌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읽고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
식과 관리기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민교육이라고 하면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교육훈련(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250)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 2018년 진행한
교육에서는 10개 과정에 7,800명이 수강하기도 했다. 교과목은 집합
교육과 역량강화교육, 현장교육으로 구분되고, 집합교육에는 어업창
업이나 품종기술 교육이, 역량강화 교육에는 수산질병, 어촌지도자,
자율관리 확산 등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251) 그러나 어업인 역량
2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 교육훈련 사업은 동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제
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에 근
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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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육 대부분이 수산이나 어업기술, 창업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
어 있고, 본 연구에서 중시한 갯벌에 대한 환경 관리나 갯벌 생태계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과목은 확인할 수 없다. 갯
벌의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는 수산 관련 기술 외에 생태와 환경 일반에 관한 교육이 상시적으
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어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수요가 생
겨나고 있는지, 갯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업인 교육을 통해 갯벌의 환경관리나 새로운 이
용방식을 담는 것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교육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 「갯벌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갯벌법」 제6조(갯벌등
에 대한 인식증진)에 근거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리
교육을 확대하거나,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에 따라 지역민을 대상
으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드시 교육
을 받은 사람이 평가를 거쳐 갯벌생태해설사가 되지 않더라도, 갯벌
의 생태나 환경, 생태관광이나 해설 등의 교육과목이 포함된 해설사
교육을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인식과 관리역량 제고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갯벌 관리 현황을 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민만큼이나 지자체
나 지방해양수산청의 공무원 역시 갯벌의 수산적 기능 외에는 큰 관
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들 역시 갯벌 관리, 환경관리, 새로운
이용수요 대응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다. 다만 이들 교육은 환경관리,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 내용뿐만
251)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2019년도 어업인 교육 기본계획』,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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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서해와 남해의 갯
벌 상태와 관리방식이 다를 것이고, 같은 서해여도 경기만과 충남의
갯벌은 그 특성이 다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시도 단위로 배치된 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
하여 권역 내 어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과 갯벌에 대한 환경
관리, 생태계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시행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갯벌이 기본적으로 바다이기에 많은 경우 이웃
한 지자체와 갯벌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갯벌과 바
다와 관련된 관 내 지자체와 어민을 관할할 수 있다. 특히 지방해양
수산청이 지역에서 중앙부처를 대신하여 사무를 보고 있어 중앙정부
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어민과 지자
체를 대상으로 갯벌 환경관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갯벌
관리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환경 관리에 있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표 4-5> 개선방안 5: 지역의 갯벌 관리 역량 강화
구분
갯벌 지역민
환경관리 교육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 관계기관
교육

개선 방향
 어업교육 외 환경관리, 갯벌생태관광,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
 지역별 순회 교육 방식
 중앙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재원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주관 시도별 공무원 교육

비고
 지역별 환경·생태 조
사 전문가 포함

 지역별 관리위원회 운
영과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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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갯벌은 사람이 쉽게 걸어 들어갈 수 있고, 풍부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연안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식량공급원이자 경제적
수단이 되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갯벌은 주로 어촌계에 의해 이용·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
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 갯벌자원의 관리실태가 오스트롬
의 ‘디자인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다
른 지역에 비해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어촌계
와 갯벌 관리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 즉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전통적인 갯
벌 관리방식이 사회적 수요와 관리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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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갯벌 관리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를 분석하였다. 공유재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해양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고, 국
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연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자
원 관리의 법이론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어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
스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리주체에 따른 자
연자원 관리 방식을 분석하였다. 자연자원 관리방식은 정부기구에
의한 관리, 시장기구에 의한 관리, 공동체에 의한 관리, 복합적 방식
에 의한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사례분석은 UN Agenda 21·
IUCN과 같은 국제기구의 자연자원 관리 거버넌스와 미국 원주민 보
호 사례·뉴질랜드 와이탕이 조약·필리핀 아포섬 해양보호구역 등의
해외사례,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자율관리어업 공동체·천관산 동백
숲 거버넌스 등의 국내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연
자원 관리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
원으로서의 갯벌 인식 증진과 갯벌 보전·이용 주체의 재조성이 필요
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갯벌 관련 법제도와 관리·조사 사업 등의 관리 및 운
영 측면에서 갯벌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
에서 갯벌 관리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갯벌
거버넌스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
개 갯벌 관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갯벌 관리현황, 어촌계 등 갯벌 관리 주체의 사회적·경제
적·환경적 변화, 「갯벌법」 주요 내용의 필요성, 지역민의 참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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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식 등이 있었다. 제3장의 갯벌 관리 현황, 갯벌 관리 여건 변화,
면접조사를 통해 신갯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즉, 변화
하는 갯벌의 관리 여건에 따라 갯벌 관리의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으
며, 그 방향은 지역과 정부,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갯벌 관리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개선방안으로는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수산-사회경제 정
보의 생산, 사회적 계약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확대, 어촌사
회 및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등 크게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먼저,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수산-사회경제 정보의 생산 측
면에서는 관리 단위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생산과 갯벌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의사결정의 전
제조건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의사결정자가 공유하도록
하여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계약
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갯벌의 환경과 자원 관리를 실질적으로 이행
하게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로 어민 교육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관리
에서 나아가 환경과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갯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만(灣) 단위 갯벌관리위
원회를 생태권역의 범위에서 관리단위로서 단위갯벌별로 조직하고
각각의 단위갯벌에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관리계획 수립·이
행·점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측면
에서는 생태교육형 갯벌 체험 활동 운영과 교육 기반 시설 및 콘텐츠
확보, 갯벌관리구역 설정·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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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측면에서 갯벌 지역민에 대한 환경관
리 교육과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수협 등 관계기관 교육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표 5-1> 5대 정책 개선방안 요약
분야

갯벌 관리를 위한
생태·환경-수산-사
회경제 정보의 생산

사회적 계약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환경과 자원 관리

만 단위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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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관리 단위(만 단위)
갯벌별 생태 및
환경 정보의 생산

 생물상 중심의 갯벌 조사에서 벗어나, 갯벌
의 생태적 특성 평가, 환경변화의 원인 조사
(오염원 등), 사회경제적 조사와의 연계
 관리단위로 조사권역을 구분하고, 조사결
과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가공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지역과 지역민이 활용
할 것으로 목적

갯벌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량 추정

 자원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갯벌수산생물 자원량과 MSY 추정
 전통지식과 과학적 추정치를 활용한 관리조
치의 강구(어획량, 구역, 시기 등의 조정)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정부와 지역
공동체 간의 계약을 통해 갯벌환경관리 업
환경과 자원관리에
무를 시행
대한 사회적 계약의
 관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관리와 감
체결
독 병행
권역별 어민
교육의 실시

 지역의 인적 역량, 혁신 역량 제고
 관리계약 종료 이후에도 환경관리의 중요성
을 자각할 수 있도록 어민 교육 실시

만 단위 갯벌
관리위원회 조직

 생태권역과 행정구역을 고려한 단위갯벌 구
분과 이해관계자 참여
 운영규정, 진행방식의 합의

단위갯벌별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단위갯벌별 환경상태, 위협요인의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 동반
 관리목표의 설정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
 이행여부의 확인과 검토,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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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갯벌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확대

어촌사회 및 지자체
역량 강화 교육

구분

개선 방향

생태교육형
갯벌 체험 활동

 기존의 채집형 체험활동에서 생태교육이 병
행되는 갯벌체험 탐방으로의 전환
 만 단위 어촌특성을 연계한 공동 활용전략

교육 기반 시설 및
콘텐츠 확보

 환경교육 측면의 기반 시설의 건립(권역별
갯벌·해양 환경(생태)교육센터 설립)
 갯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공
모전 등을 활용한 갯벌별 개성 강조)

갯벌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

 「갯벌법」의 관리구역 설정 기준, 방법 등
‘계획수립 지침안’ 마련
 갯벌관리구역 지정 권한 지자체 확대
 지자체 갯벌관리구역 조례 제정 근거

갯벌 지역민
환경관리 교육

 어업교육 외 환경관리, 갯벌생태관광,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
 지역별 순회 교육 방식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 관계기관
교육

 중앙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재원 지원
 지방해양수산청 주관 시도별 공무원 교육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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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1. 법률 정비 방안
1)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명확화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갯벌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갯
벌법」은 <표 3-3>과 같이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조
문에서 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되 이후 시·도 단위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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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해양생태계
법」과 「습지보전법」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과 습지보전기
본계획의 시행계획인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위
한 의견수렴이나 절차 기구에 대한 내용은 없다(<표 5-2> 참고). 따라
서 「갯벌법」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하게 규
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5-2> 갯벌법 개정(안): 시행계획 수립
현행 갯벌법

개정(안)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
획의 수립 등) (① ~ ⑦ 생략)
획의 수립 등) (① ~ ⑦ 생략)
<신설>
⑧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에 따른
시·도 갯벌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2) 구역 등의 지정·관리 관련 의사결정기구 신설
우리나라의 갯벌 관리 정책은 「갯벌법」, 「해양생태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현재 해당 갯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갯벌
의 특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지정된 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갯벌의 생태적, 환경적 변화 등 여건
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
역관리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 「갯벌법」이 현행 법률 중 갯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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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물관리기본법」의 유역관리위원회와 유사하게 「갯벌법」에서
별도의 장으로 만 단위의 갯벌 관리 조직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표 5-3> 갯벌법 개정(안):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청정갯벌 지정
현행 갯벌법

개정(안)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
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
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
의2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
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2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후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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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갯벌법 개정(안): 지역관리위원회
개정(안)
제3장의2 지역관리위원회
제18조의2(지역관리위원회) ① 만 단위의 갯벌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관리협의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으로 해
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만의 관계 시·도지사와 갯벌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만의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갯벌 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갯벌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만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갯벌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지역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제11조에 따른 갯벌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5. 만 내의 갯벌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18조의5(위원의 임기 등) ①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제1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1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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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갯벌 관리 매뉴얼을 통한 실무적인 관리 업무 연계
지방해양수산청은 법률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습지지역,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관리기본계획, 습
지보전계획,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관리구역별 관리업무 수행 등 실무상 관리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가칭)갯벌 실무
관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의 수립 이전부터 필요한 관
리사업 내용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계획 시행단계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5-5> 갯벌법 개정(안): 갯벌 실무 관리 매뉴얼
현행 갯벌법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신설>

개정(안)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원활한 수
립·시행을 위하여 실무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4) 갯벌 생태계 대표 해양보호생물 지정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생태
계의 현황과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
별적으로 운영되었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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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구역 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합하여 전국을 대상
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
조사는 우리나라를 서해·남해(서부)권역과 남해(동부)·동해·제주권역
으로 구분하여 매년 1개 권역에 대해 연 1~2회 조사하는 ‘권역별 기
본조사’, 해양보호구역, 하구·용승해역, 해양생태학적 중요해역 등
중요지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 사회적 이슈, 민원제기, 보호
지역 지정 요청 등 조사 수요 발생 및 긴급현안 발생 시 조사하는 긴
급조사로 나누어진다.252) 하지만 동 조사는 갯벌에 대한 조사를 포
함하고 있으나 동일한 생태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 단위의 해양
생태계의 조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기본조사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만 단위의 해양생태계조사를 별도로
신설하여 갯벌을 포함한 만 단위 해역의 환경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만 단위의 해양생태계 특징
을 나타낼 수 있는 깃대종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귀중
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갯벌의 경우 동죽, 바지락 등 다양한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달랑게, 흰발농게와 같은 게, 흰이빨
참갯지렁이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 단위의 해양생태계의 조사가 연속하여 진행
될 경우 지역별로 중요한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어 보호가 필요한 종
을 깃대종 혹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52) 해양환경정보포털(검색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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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만 단위 등 해양생태계 현황 조사
현행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
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
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
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
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
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
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행위 등의 현황
행위 등의 현황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
적·경제적 현황
적·경제적 현황
<신설>

6. 권역별 또는 만 단위 등 해양생태계 및 해양
보호생물의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 저자 작성

2. 정책제언
이 연구의 대상인 갯벌은 지금까지 수산물 생산의 보고로 국민에
게 맛 좋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
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갯벌이 매립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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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식이 변화하면서 갯벌의 환경보전적 가치나 생물다양성 측면에
서 갖는 가치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2001년 무안갯벌에서 시작
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최근에는 전체 갯벌의 57%에 달하는 면적을
모두 지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갖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산업 관련 법률이나 환경적 가치를 높
이기 위한 환경 분야 법률 모두가 각자의 목적과 논리 구조 안에서
정책수단을 마련해 왔지만, 갯벌이 펼쳐진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정
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지 자
문하게 된다.
수산과 환경이라는 각각의 제도적 틀에서 보는 것에만 익숙한 나
머지 실제 갯벌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 갯벌에 의존해 사는 지역
민에게는 장기적으로 갯벌이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다행히 우리 갯벌에서
는 공동체에 의한 관리 또는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온 어촌계가 실
질적으로 갯벌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어
촌계의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갯벌이라는 공간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갯벌법」이 2019년에 제정되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맞
추어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앞서 제4장에서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을
바꾸거나 새롭게 고안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법률개정을 통해 그 근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갯벌에 대한 정보의 생산
은 기존의 갯벌생태계조사나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체계를 수정하거
나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계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환경관리를 그들의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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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따라 지금까지 투입하지 않았던 예산을 갯벌 관리를 위해 추
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갯벌이 우리 세대가 보유한 중요한
공유재이고 이를 통해 어촌사회가 부양되고, 국민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
지 않고도 지역의 조직을 활용하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을 투
입해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만 단위로 갯벌 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제안처럼 쉽지
않은 시도일 수 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서 유사한 협의 조직을
만들 당시에도 겪었던 일이지만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를 한자리
에 앉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 조직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한
다는 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협의 조직 안에서 소통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을 통해서 갯벌
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이나 환경 관련 사업들이 결정되도록 하여 이
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이 연구는 갯벌을 공유재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살펴봄으로써 갯벌 관리는 어떤 형식이 바람직하고 이 과
정에 의사결정의 형태나 가능한 갯벌 관리 사업이 무엇일지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공유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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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의제와 논의가 결
국 갯벌과 같은 지역에서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리우선언의 표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갯벌과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갯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화
두로 삼고 문헌연구와 함께 현장인 갯벌을 찾아 어민뿐만 아니라 지
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기간에서 오는 면담
대상자 확보의 한계에 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돌발적인
확산에 따라 대면접촉이 크게 제한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
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상황이 호전된 시기에 접촉한 어민들로
부터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과 토의를 통해 갯벌 관리에서 표면화
되거나 잠재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이를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되는 정책대안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수적인 측면에서 면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내고 정책제언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면담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추가적인 노력도 사전에 준비되었
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면담을 위한 질적설문의
구성 과정에서 마땅한 논리적 틀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현황(state) 파
악과 압력요인(pressure), 대응(response)이라는 P-S-R 구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가능하다면 설문을 보다 정교
하게 설계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본 설문을 시도
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 정책 개선방안에도 반영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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