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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개요

Ⅰ

1. 출장목적
○ FAO 어업권 동남아 지역(SEABOB) 워크숍 행사 개최 및 참석
○ 해외어항개발 협력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 출장자 및 예산항목
○ 출장자

- 수산연구본부 조정희 선임연구위원
-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문석란 전문연구원
-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촌연구실 김세인 연구원
○ 예산항목 :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

3. 출장일정
○ 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9월 6일(금), 4박 5일
○ 출장지 : 태국 방콕 (‘다’ 등급)
○ 주요 일정
일자

9.2.(월)

방문일정

→

인천 방콕

9.3.(화)

방콕

9.4.(수)

방콕

내용
·
·

환영만찬

·

SEABOB 행사(1일차)

·

해외어항개발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SEABOB 행사(2일차)

·

해외어항개발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KMI-FAO 협력사업(10월 칠레 행사 등) 논의

·

9.5.(목)

방콕

9.6.(금)

인천

–

(이동) 09:15 인천 출발 13:15 방콕 도착
FAO SEABOB 행사 준비 및 업무협의

·

·

SEABOB 행사(3일차)
KMI-FAO 업무협의(SEABOB 행사 결과 등)

·

(이동) 09:50 방콕 출발

·

– 17:35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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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논의 내용
□ SEABOB 수산업(어업권) 현황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연간 수산물 생산량 428만 톤 중 내수면 생산
량이 85%(어획 28%, 양식 56%)를 차지하는 내수면 어업 국가이며, 어업권
은 주로 국토부의 ‘Jalmohal Management Policy 2009’를 기반으로 관리됨

- 내수면 양식은 면허(tenure)로 관리되고, 10년 단위(중앙부처) 혹은 3년
단위(지자체)로 갱신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임대할 수 있음

- 해면어업은 트롤과 상업적 어업에 한해 면허(license)가 부여되며, 면허
임대는 불가능함

- 내수면 어업도 면허 임대는 불가능하며, 주로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 어
업으로 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어업권은 다양한 부처(국토부, 산림부, 수산개발협회, 수자원개발부, 수산
부 등)가 참여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재난)에 취약한 특징 때문에 어업권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로 밀리는 경향이 있음
❍ (인도) 해면어업의 경우 어선 및 어업에 대한 면허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
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어업이 가능함

- 이 외에도 MPA 설정, 어구 규제, 금어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몰디브) 주로 원양 자원(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으
며, IOTC 규정(옵저버, VMS 등)을 중심으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짐

- 향후 다랑어에 대한 TAC를 도입할 예정임
- 몰디브의 수산업법(1987)은 올해 개정 예정임
- 자원관리에 있어 정확한 통계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현재 생산통
계가 없으며 일부 어종에 대한 수출 퉁계만 존재함)
❍ (스리랑카) 최근 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확대, 해군 시설 도입 등으로 인해
관행어업권(customary rights)이 위기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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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인지도가 낮으며, 기본적으로 카스트제도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사회
적 문제(교육, 재정지원, 마약문제 등)가 다수 발생함

- 최근 상업적 어업 및 양식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55피트 이상의 어선에 대한 면허제도 운영 내용만 들어있고, 소규모 어
업, 여성·아동 어업인, 커뮤니티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빠져있음
❍ (베트남) 수산업법이 2017년(2019년 1월 1일 발효)에 새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어업 커뮤니티 조직(Fishery Community Organizations, FCOs) 관리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음

- 새로 개정된 베트남 수산업법은 해면어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 자원 관리(co-management) 원칙이 반영되어 있음
❍ (캄보디아) 주로 소규모 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2000
년에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업인의 어업권이 인정됨

- 소규모 어업인은 68만 명이며, 516개의 어업 커뮤니티가 존재함
- 어업권은 어장 중심의 커뮤니티 조직 단위로 부여가 되며, 자원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라오스) 주로 메콩강에서 전통적 방식의 소규모 어업 중심이며, 수산업법

(Lao Fishery Law 2009)이 기본적인 자원관리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어
업인의 인식 부족, 법 집행(enforcement)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어업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라오스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식량안보를 위한 양식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현재 라오스는 18개 토착어종(주로 틸라피아, 잉어 등)을 중심으로 양식
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얀마) 수산부와 어업연합조직(Union of Myanmar)이 공동으로 어업권
을 통한 자원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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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업, 근해어업, 합작어업, 유통업, 낚시 분야에 면허를 부여하여 관
리하고, 어업면허는 경매를 통해 임대가 가능함

- 최근 면허의 경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음
❍ (태국) 2014년에 FAO 소규모어업(SSF) 가이드라인을 서명하였으며, 2015
년 태국의 수산업법(royal ordinance on fisheries B.E.2558)에 권리 기반의
자원관리 내용을 반영함

- 현재 어업인, 어선, 양식업에 면허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해면어업 대비 내수면어업은 정책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국가
적으로 IUU가 이슈 됨에 따라 대부분의 정책이 MCS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말레이시아) 주로 ①어획구역(어장) 지정, ②어획노력 제한, ③해양보호구
역(MPA) 지정 등을 통해 어업권을 관리함

- 특히 어획노력 제한을 위해 1982년부터 새로운 연근해 어업 면허 발부를
중단하였으며, 전통어업 면허는 가족 간에만 양도 가능하고 상업적 어업
면허는 매매가 가능함

- MPA는 현재 42개 해양공원, 7개 어업금지구역, 1개 해삼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필리핀) 수산업 담당 부처는 농업부 산하 수산자원담당과(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이며,

관련

주요

정책계획은

Comprehensive National Fisheries Industry Development Plan(CNFIDP)
2016-2020임
- 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은 아래 표와 같이 어업권을 관리하고 있음

자격조건

내수면어업

양식업

연구 면허

(Fishpond Lease Agreement,

(Aquasilviculture

(Gratuitous Permit,

FLA)

Stewardship

GP)

21세 이상, 필리핀 국적 보유자

Contract, ASC)
양식업자/협회

정부산하 연구기관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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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2,000

등록비 2,000

비용

보증금 500

보증금 500

(1ha 당)

수수료 100

수수료 100

임대료 1,500

임대료 500

- 상업적 어업 또한 면허로 관리되고 있으며, 농업부 승인 시 소유권 양도
가능함. 현재 e-Licensing System을 운영 중임

- 필리핀의 주요 이슈는 자원감소, 타국어선의 불법어업, 내수면 어업권(면
허) 관리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임
* 주로 소규모 어업인에게 발급된 면허 중 만기, 미사용, 미양도 면허가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일부 허가 없이 주거시설, 상업시설로 전환하여 땅을 쓰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수산 담당 부처는 농업부 산하로 조직 내 인력부족, 예산 문제 등이 있으며, 일
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 (동티모르) 주로 소규모 어업이며, 남부에 위치한 근해 어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가 심각함 (연간 손해 추정 금액 4천 만 달러)

- 수산업 관련 법령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예방적인 접근(precautionary
principle)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 인권, 생계 등에 대한 내
용이 반영되어 있음

- 북부 해역은 소규모 어업인에게만 어업이 허용되며, 남부 해역은 어업
구역별로 관리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동티모르의 모든 어업은 반드시 동티모르 국적인의 소규모
어업만 허용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생태 기반의 해양보호구역(MPA)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인도네시아) 17,504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로 EEZ 해역이 방대하
여, 11개 어업관리 구역(Fisheries Management Area, FMA)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MMAF) 산하에 11개 어업관리구역(FMA)별로 거버넌스가 구
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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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에 관습적인 어업권, 커뮤니티별 어업 관행(local wisdom) 등이
인정되고 있음
* Amendment of Law No.31 of 2004 by Law No. 45 of 2009

- 커뮤니티별 어업 관행(local wisdom)은 전통적인 자원관리 방식, 어구사
용, 문화 축제(풍어제 등) 등을 의미함

-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바다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나, 전통적
으로 어업을 실시해 온 커뮤니티의 권리를 인정하며, 정책의사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하게끔 명시함

- 인도네시아에서 소규모 어업은 전체 수산업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
나,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면허, 세금 등은 면제임
❍ (뱅갈만 BOBP1)) 동 지역은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의 EEZ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며, 주로 소규모 어업이 발달되어 있음

- 방글라데시 해면어업은 주로 자원보호구역 설정, 어구 규제, 금어기 등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이슈는 MCS임

- 인도는 동력어선과 무동력어선의 어획구역 관리, 어구 규제, 금어기(무동
력어선은 면제) 등으로 관리되며, EEZ 내 집행(enforcement) 등이 주요
1) 뱅갈만 지역 프로그램(BOBP)은 뱅갈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의체임.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인도, 몰
디브, 스리랑카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국은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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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

- 몰디브는 주로 자원보호구역 설정으로 관리함
- 스리랑카의 주요 자원관리방식은 어구 규제이며, 최근 IUU 조치가 강화
되는 추세임

- 현재 174만 명이 동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으나, 어업권에 대한 정의
가 불분명함. 뱅갈만 해역은 거버넌스가 주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
으며, 주요 관리방식은 구역설정(zoning)임

그림 2. 뱅갈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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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2022년 어업권 매뉴얼* 채택을 목표로 동남아시아 및 뱅갈만 지역의 국가
별 어업권 관련 현황 및 시사점을 논의함

- 올해 10월 라틴아메리카 지역 워크숍(LATCAR)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0년에
는 아프리카, 대호수(great lakes), 남태평양 지역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타이틀(안): Realization of the VGGT and SSF : A Manual on Fisheries Tenure and User Right

❍ SEABOB 지역의 논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면어업은 어업권 관련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단, 관습적 어업권(customary fishing rights)은 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음

- 내수면 관련 어업권은 해면 대비 거버넌스가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가별 법·제도의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낚시어업(recreational fisheries), 생존어업(subsistence fisheries)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 전통적인 어업인의 생계 문제, 어업권에 대한 인식 없이 해양보호구역

(MPA) 및 자원관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어업권(tenure and user rights)은 단순히 어업(fishing) 뿐만 아니라 수산
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

- 분배(allocation) 과정, 커뮤니티의 니즈 등을 잘 고려해야 함
❍ 다수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어업권 혹은 관습 어업권을 법적으로 반영시
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내용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국경을 초월하는 아젠다(예. 메콩강)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 up)
을 통해 기존 어업권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SEABOB 지역은 특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음

-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국가 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어업권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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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장치(예산, 기관 간 협력 등)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수산업 분야의
복원(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향후 어업권의 국가법 반영, 분배, 이전 문제 등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
자의 인지도 향상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함

-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인의 관습적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수산 담당 부처 외에 다양한 부처(농림, 관광 등)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소규모 어업인 포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어업관
리(participatory fisheries co-management)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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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 매뉴얼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일시

회의명

내용

비고

수산 자원 관리에 있어 분배에
2006

관한 이슈 (Sharing the Fish: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 “분배”에

호주 정부

Allocation Issues in fisheries

대한 개념 정립

지원

management)
2015

Friends of User Rights(FoUR)
2015
Tenure & Fishing Rights

2015

2015: A Global Forum on
Rights-based Approaches in
Fisheries
Advancing a global work

2016 programme for rights-based
approaches in fisheries
Tenure and User Rights in

권리 기반의 자원 관리에 있어
VGGT 및 SSF 가이드라인의 역할
논의
권리 기반의 자원 관리 수단에

캄보디아

있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법적 정부 공동
영향 논의
어업권 기반의 관리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 각 국의 이해관계자
입장 논의

주최
동아프리
카지역수
산기구(LV
FO) 주최

SDG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어업권 관리 수단 개발을 위해 각

해수부

국의 사례 조사

공동 주최

policy frameworks and

FAO-KMI 공동연구

KMI 예산

investment plans and

“권리기반 자원관리 수단에 관한

지원(2만

programmes for food

개도국 역량개발 프로그램”

달러)

Fisheries 2018 :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2030
Improving capacities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for developing
2018 sectoral and cross-sectoral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field of tenure and
rights-based approaches in
fisheries
Friends of User Rights(FoUR)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적

KMI 참석

2019

사항(범위, 형식, 내용 등) 검토

(조정희, 문석란)

Fisheries Tenure and User

동남아 지역 어업권에 관한 정책적 KMI 예산

Rights: SEABOB Regional

프레임워크 검토

2019
지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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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만원,

Workshop

태국 정부
공동개최)

KMI 예산
Fisheries Tenure and User
Rights: LATCAR Regional
Workshop

라틴아메리카 지역 어업권에 관한
정책적 프레임워크 검토

지원(약
6,000만원,
INFOPESCA
공동개최)

내수면(2월), 아프리카 및 인도양(3월), 서부아프리카(10월),
2020

남태평양(11월) 워크숍 개최
FAO 수산위원회 정례회의(COFI) - Draft Manual 발표
지중해(1월), FoUR(상반기), 글로벌(11월)

2021
매뉴얼 개발
2022 FAO 수산위원회 정례회의(COFI) - 매뉴얼 채택

참고. FAO 어업권 관련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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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어항 ODA 사업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에는 동남아 15개국 수산정부 및 민간 전문가 총 27명이 참여하였음

-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4, 태국 3, 캄보디아 3, 인도 2, 베트남 2, 방글라
데시 2, 말레이시아 2, 몰디브 2, 미얀마 2, 필리핀 2, 라오스 1, 스리랑카

1, 동티모르 1인임
❍ 국가 경제에 있어 수산업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수
산업을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74.1%(20명)가 매우 중요하다, 3.7%(1명)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대상 국가에서 수산업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식량 공급

44.4%(20명), 일자리와 고용 창출 26.7%(12명), 외화 벌이 15.6%(7명), 지
역 경제 개발 13.3%(6명)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 국가에서 수산업의 강점 분야를 묻는 문항에 풍부한 수산 자원

19.3%(11명), 어업 공동체 발전 17.5%(10명), 수산물 수출 14%(8명), 수산
정책 및 법률 14%(8명), 양식 기술 14%(8명)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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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가에서 수산업의 약점 분야를 묻는 문항에는 어항 창고 등 사회
기반시설 27.5%(14명), 어업 자원 관리 역량 17.7%(9명), 어업 공동체 발
전 13.7%(7명)의 순으로 응답함

❍ 수산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수산 분야 인프라 구축 20.4%(11명), 수
산 자원 관리 18.5%(10명), 수산분야 국가 정책 및 개발 전략 수립

14.8%(8명)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 국가의 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묻는 문항
에 42.3%(11명)는 매우 중요하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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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산업의 강점 분야는 수산 분야 인프라가 28.6%(12명)로 가장 높은
응답으로 확인되었고, 인적 자원(역량) 26.2%(11명), 수산 정책 및 법률

14.3%(6명), 어업 자원 관리 역량 11.9%(5명)의 순으로 나타남
❍ 수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1순위(9명) 어업
기반시설 구축, 2순위(6명) 수산자원 관리, 3순위(7명)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개선으로 확인됨

- 응답 누적으로 살펴보면, 수산자원 관리 21%(17명), 어업기반시설 구축
17.3%(14명),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개선 13명(16.1%), 수산업 분야 종사
자 역량 강화 8명(9.9%), 어업 공동체 발전 8명(9.9%)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 국가의 수산 분야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전략을 묻는 문항에

92%(23명)가 있다고 응답함
구분

주요 응답

인도

National Policy on Marine Fisheries, 2017
National Policy on Inland Fisheries, 2017

태국

Marine Fisheries Management Plan: 2015-2019 of Thailand
Bangkok Fishing port, Market Development Program (https://www.fish
market.co.th)

방글라데시

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of Bangla
desh.
National Fisheries policy, National fisheries strategy, National Aquacult
ure Develop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NAD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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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Strategies Plan for Fishery(SPF) 2019-2023

말레이시아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aptured Fisheries 2015-2020. Malaysia Fis
heries Department Strategic Plan 2016-2020

베트남

The National Plan for Fisheries Development to 2020 and Provision to
2030

스리랑카

Sri Lanka 2011-2030, National Fisheries Plan

미얀마

To establish co-management system, marine spatial planning MSP

필리핀

Comprehensive national fisheries industry development plan, 2016-203
0 (www.bfar.da.gov.ph)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몰디브

National fisheries strategy development plan
MMAF Strategic plan 2015-2019.
UUUS/2009: KKI Indonesian Ocean Policy, Law No. 45 on fisheries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plan of the important sub-sectors in
the maldives 2019-2025

❍ 어항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냉동냉장
설비, 항만관리 기술 및 노하우가 각각 16.1%(15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어류 양륙장 개발 15.1%(14명), 오폐수 처리 시설 15.1%(14명),
기존 어항 내 수산물 판매시설 개발 12.9%(12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과의 수산 분야 협력을 위한 의견으로는 어업 자원 관리, 공무원·관
리자 역량 개발, 양륙 시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IT 기술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한국과의 수산 분야 협력을 위한 의견(요약)>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주요 응답
한국의 수산 분야(어업) 기술·지식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자원 지도 분야 기술 개발, 수산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역량 개발
양륙 시설과 관리시설 개발
기후 적응(기후변화)에 대한 지원
공동연구, 어업 종사자 역량 개발
소규모 어업 관련 양륙시설 개발, 어항 관리를 위한 IT기술 적용
어항 및 항만 관리 기법, 콜드체인 기술, 수산 폐기물 재활용 기술
어업자원 관리
양식 기술 공유
수산분야 관리자 역량 개발, 양식업 개발, 수산분야 연구
내수면 어업 개발
자원 관리, 어업관리 전문가 파견
대외협력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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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관련 협력 프로젝트(국가)>
구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얀마

인도네시아

몰디브

프로젝트명
Japan 2002-2005
Kedah integrated
Fisheries
Terminal (KIFI)
Myanmar
Sustainable
Aquaculture
Programme
내수면
수산양식산업
기반조성
사업(2014~2016)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sector
in outer islands
Development of
fisheries sector
project

주요 내용

협력국

지원 규모

사용하지 않는 부두
(landing station) 활용

일본

-

다랑어 양륙 및 수출
관련 시설

중국

MYR 1
billion

-

독일

USD 22
million

내수면 어업 개발 및
연구

한국
KOICA

4.41백만
달러

어항 개선·개발,
수산시장 개발

일본
JICA

-

사우디아라비아
-

USD
11,761,784

(Saudi fund for
development)

<어항 관련 협력 프로젝트(국제기구)>
구분

프로젝트명

태국

Fisheries
Repugia
Project

태국

BOBLME,
Strategic
Action
Programme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Coastal and
Marine
Fisheries Der.
Project
Costal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rthern
province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주요 내용

협력 기구

지원 규모

초국경 지역의 공동
관리 개발

Department of
fisheries,
SEAFDEC,
UNEP

USD 15.7
million

건강한 생태계 조성

Department of
Fisheries, FAO

USD 48
million
USD 222
million

자원조사, 모니터링

World Bank

(GOB 42
million,
WB 180.5
million)

공동관리모델 개발,
양식업 증진,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운영
지원

World Bank

-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새로운 어업 기술
도입, 양식
지속가능성 확대

Asian
Development
Bank

USD 158.
72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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