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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 어촌어항법 제4조에 따른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14 ~ 2018)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청정어항
도입 추진
- 어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수산물류 과정에서 어항구역은 수산물 양륙과 경매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수산물 처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청정어항 도입을 통해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함
- 청정어항 도입은 더 깨끗하고(Cleaner), 보다 효율적이고(Better-Use), 더 쾌적한
(More Amenity) 여건을 갖추기 위해 하드웨어 개선, 소프트웨어 도입, 휴먼웨어의
역량을 강화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해역별 주요어항 4개소의 위생환경을 물 환경, 수산물 품질관리, 작업환경, 개인위생
여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었음
- 물 환경 여건은 어항과 배후 촌락의 생활오수가 여과 없이 어항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용수 및 얼음 등의 수질은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4개소 어항의 산지위판장 내 온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위판장의 바닥은 노후화로 비위생적 상태에서 바닥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수(鳥獸) 및 차량이 산지위판장으로 들어와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었음
-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등 어항구역 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련 교육활동
또는 별도의 위생관련 가이드라인은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EU의 HACCP형 어항, 일본의 위생관리형 어항 등 선진국들은 어항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대상 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일본은 권역별 거점어항을 대상으로 위생관리형 어항을 조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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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에는 어항구역 내 HACCP 위생기준과 위생교육 활동 강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음

◦ 국내 청정어항 도입은 해역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산지위판 기능을 갖춘 어항
가운데 어종, 위생개선의 시급성(수산물 처리시설 노후화), 어항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산시켜야하며, 다음의 내용을 정책방향으로
제언하고자 함
- 첫째, 어항구역 내 수산물류 흐름(접안 → 양륙 → 선별 → 경매 → 출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함
- 둘째, 청정어항을 중심으로 권역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권역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공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산물류 흐름에 따라 세분화된 작업공정을 구분하고, 작업공정별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기자재의 연구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넷째,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교육 의무화 대상을 어항구역 내 모든 종사자로 규정하고,
어항 위생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청정어항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어촌어항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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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은 어선의 정박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양륙과 경매가 이루어지는 어촌의 중요한
경제적 공간이며, 수산물류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수산물 집산이 이루어지며, 102개
어항에서 수산물 전체의 약 51.6%가 양륙되고 있음

◦ FTA 확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 증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발생 가능성 등 최근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어항구역 내 수산물 처리과정과 그 주변 환경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FPC)를 2개소 조성 등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총사업비가 200억 원
규모로 크고 수협의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사실상 어항구역 내 수산물 처리과정과 그 주변 환경은 기능시설의 배치,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기반시설, 수산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프로그램, 어항구역 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음

◦ 일부 어항의 산지위판장은 시설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작업공정별로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모두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실태, 위생관련 어항정책과 운영
관리 방안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새로운 어항정책의 하나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어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이 연구는 어항구역 내 하드웨어, 운영․관리 프로그램, 어항관계자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위해요소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제시된
개선방향들은 정부의 청정어항 도입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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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제고에 따라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 동북해 원전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음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기준 36.8㎏이었으나, 2013년 53.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1)
- 우리나라 수산물 위판량 중 53.2%가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을 통해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어항을 통한 위판량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2)

◦ 하지만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는 육역에서 수역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로부터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그림 2-1> 어항의 유형별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
(Physical Hazards)

화학적 위해요소
(Chemical Hazards)

생물학적 위해요소
(Biological Hazards)

자료 : Ansen Ward and Yolaine Beyens, SmartFish Working Papers No.001, Fish Handling, Quality and
Processing : Training and Community Trainers Manual, p.49, p.51, p.52 재인용

□ 어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수산물류 과정에서 수산물 양륙과 위판 등 수산물 처리과정이 이루어지는
어항구역은 수산물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적절한 관리방안 도입 필요

◦ 어항구역에서 수산물이 출하되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문제는 식품위생법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1)
2)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수산물 소비량(연간 1인당)과 자급률(http://www.index.go.kr/)
수협중앙회, 산지위판장 통계자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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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수산물류의 과정에서 수산물의 양륙과 위판이 이루어지는 어항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임
-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경우 어장환경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에서 다루고 있음
- 수산물은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이후 출하되는 시점부터는 식품으로써 식품위생법의
철저한 관리대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 어항구역 내에서 사용된 각종 오수가 그대로 어항수역으로 방류되어 수질 및 저질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수산물을 바닥에 깔아 놓은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바닥위판 등은
어항구역 내 위생환경과 관리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수산물 처리구역은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동물, 일반관광객이 통제
없이 출입이 가능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어항에서도 수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시스템과 어항관계자에
대한 수산물 위생처리에 대한 교육과 개선이 없어 기존 노후화된 어항의 위해요소
노출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임
<그림 2-2> 청정어항의 도입배경 개념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안서의 내용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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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어항은 어항을 더 깨끗하고(Cleaner), 보다 효율적이고(Better-Use), 더 쾌적한(More
Amenity) 여건을 갖춰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

◦ 청정(淸淨)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청정어항
도입은 더 깨끗하고(Cleaner), 보다 효율적이고(Better-Use), 더 쾌적한(More Amenity)
여건을 갖추기 위해 하드웨어 개선, 소프트웨어 도입, 휴먼웨어의 역량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ㅋ- 청정어항 도입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수산물 처리구역과 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정화시
설 도입이 시급하며, 어항의 기능시설 배치 시 수산물류에 따른 기능재배치 등이 요구
되고 있음
- 어항구역 내 수산물 취급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자경매시스템 도입과 어항구역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어항구역 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등 어항구역 내 종사자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활동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과 의무화 방안이 필요함

<그림 2-3> 청정어항 도입 시 사업영역(안)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안서의 내용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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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항현황
□ 어항은 개발주체에 따라 항종별로 구분되며, 법정어항 989개소 가운데 102개소에 산지위판장 분포

◦ 법정어항은 98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항종별로는 국가어항 109개소, 지방어항
285개소, 어촌정주어항 595개소가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3)

◦ 전국에 산지위판장은 총 180개소 가운데 어항구역 내에는 10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국가어항의 산지위판장은 53개소(52.0%)이고, 지방어항은 35개소(,34.3%) 어촌정주
어항은 14개소(13.7%) 순임4)
<표 3-1> 시도별·항종별 위판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소규모항
포구

무역항

연안항

기타

합계

부산

2

2

-

-

-

4

-

8

인천

-

2

-

-

3

-

1

6

울산

2

-

-

-

-

-

-

2

강원

11

9

4

-

4

1

1

30

충남

3

5

1

-

1

4

1

15

전북

-

-

-

-

1

-

1

2

전남

11

3

1

7

4

4

5

35

경북

11

3

-

-

2

6

-

22

경남

11

11

8

3

17

-

2

52

제주

2

-

-

-

2

4

-

8

합계

53

35

14

10

34

23

11

180

자료 :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14, p.124
3)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해양환경 통계｣, 2014, pp.4-7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14,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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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 어항법」 제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을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항육역은 어항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어촌･어항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어항시설을
의미하며,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로 세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시설을 의미함
- 특히, 수산물 처리구역은 어항의 기능시설들이 밀집한 공간으로 수산물시장,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집하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이 있는 곳임
- 어항수역은 정온성이 확보되는 어항구역 내의 수역을 말하며, 어선들이 접안하거나
정박하는 공간을 의미함
<그림 3-1> 어항구역의 공간적 범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안서의 내용에서 발췌함

2. 어항의 위생관리 현황
□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어항구역 내 위생환경은 취약한 실정

◦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은 수산물류의 중심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 위생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항의 위생환경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주요 어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10

Ⅲ. 국내 어항의 위생관리 실태

1)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현황

◦ 전국 산지위판장의 노후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23.7년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은 75개소(4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 시도별 산지위판장 노후화 현황
(단위: 개소)

구분

5년 이내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미정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1
2

1
1
1
4
2
5
9
1
24

1
1
5
7
1
16
7
20
3
61

3
2
2
3
1
6
1
10
2
30

3
3
12
1
7
9
8
2
45

1
10
3
4
18

8
6
2
30
15
2
35
22
52
8
180

자료 :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14, p.125

◦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의 노후도가 위생관리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산물류(접안→양륙→선별→진열→위판→출하)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임
-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의 위생환경 문제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조수(鳥獸),
외부공기 등 외부오염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부재가 가장 높았으며, 부적절한 해수사용,
수산물 바닥위판, 위판장과 부수시설 구획분리 문제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 산지위판장의 위생환경 실태
(단위: 개소)

위생 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취수원과 지하수 오염시설과의 위치 적정거리 유지

99

44

37

정수 처리된 해수 사용

52

87

41

외부오염 방지를 위한 위판장 구획차단

60

93

27

부수시설과 위판장과의 구획분리

93

51

36

소각시설 및 용융시설과의 적정거리 유지

36

37

107

수산물과 바닥사이의 적정거리 유지

96

53

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8,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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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구역 내 기능시설 배치가 수산물류 흐름과 상충되어 수산물 처리시간 지연 등 수산물
품질관리에 어려움 발생

◦ 어항구역 내에서 어선은 조업 이후 입항 → 대기 → 접안 → 하역 → 보급 → 정박할
수 있도록 순환․연결되는 흐름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처리가 원활해야만 수산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산지위판장과 어항부지이용계획이 수립된 99개 어항을 대상으로 어선과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적정배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67개 항은 협소한 부지여건 속에서 기능시설
배치가 이루어져 상충되어 배치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음
- 어항구역 내 기능시설이 수산물류 흐름상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는 문제는 협소한
부지여건에 따라 기능배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어항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수산물류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는데
원인이 있음
<그림 3-2> 국가어항 내 기능시설의 배치 현황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연구｣, 2011, p.35의 내용을 재구성함
사진자료: 다음지도(http://map.daum.net)

12

Ⅲ. 국내 어항의 위생관리 실태

2) 주요 국가어항의 위생관리 실태

◦ 어항구역 내 수산물 양륙과 위판이 이루어지는 어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역별 주요 어항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해당 지자체의 협조자료를
활용하였음
- 본 현장조사는 해당 어항의 지자체, 수협관계자와 사전에 청정어항에 대한 정책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임을 사전에 알리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음

◦ 국가어항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 대상지역은 해역별로 수산물
위판량이 높은 어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조에 따라 연구진이 임의로 선정하였음
- 서해안 조사일정 : 충남 태안군 안흥항(2015/4/6)
- 남해안 조사일정 : 전남 강진 마량항(2015/7/23, 2015/8/1), 여수 국동항(2015/7/22~23)
- 동해안 조사일정 : 경북 울릉군 저동항(2015/2/26~28)
<그림 3-3> 국내 어항 실태조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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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어항의 위생환경(물 환경, 수산물 품질관리, 작업환경, 개인위생)은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수산물
취급과정에서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

◦ 해역별 주요 어항의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위생관련 분야의 공통된 문제점은
① 물 환경, ② 수산물 품질관리, ③ 작업환경, ④ 위생관련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물 환경은 어항구역 내 수역의 수질 및 저질환경과 용수·얼음의 수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밝혀두고자 함
- 다만, 대부분 어항과 배후 촌락의 생활오수가 어항구역 내 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문제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육역의 생활쓰레기나 부서진 폐어구 등이 바람에 날려
수역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수산물 품질관리의 핵심조사 항목은 수산물 양륙에서 출하까지 처리되는 시간과
수산물 처리구역 내 온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며,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던 4개항 모두 온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산지위판장 현대화 시설이 이루어졌던 여수 국동항의 경우에도 위판장 내부에
온도관리 시스템은 없었음

◦ 셋째, 작업환경에 대한 항목으로 산지위판장, 장비, 적재·반출 환경, 개인위생을 살펴 본
결과, 위판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는 여수 국동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항에서 열악한
상태를 나타냈으며, 개인위생 문제는 4개항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위판장의 바닥은 노후화로 인해 위생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바닥위판이
이루어지고, 조수 및 차량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위해요소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
- 또한 목재로 만들어진 어상자는 세척 없이 반복 사용되고 있어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적재·반출지역 환경과 운반차량 역시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어항구역 내 관계자들은 위생관련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어항구역의 위생환경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항시설의 이용자들이 위생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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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 국가어항의 위생환경 실태
구분

수역

태안 안흥항

강진 마량향

여수 국동항

울릉 저동항

오수 수역 내 유입
오수 수역 내 유입
오수 수역 내 유입
수질 및 저질 조사 필요
수질 및 저질 조사 필요 수질 및 저질 조사 필요
수질 및 저질 조사 필요

물
환경 용수
수협 운영
얼음 (수질상태 조사 필요)

수협 운영
(수질상태 조사 필요)

심층수 취수 활용
수협 운영
(오징어 세척 등)
(수질상태 조사 필요)
수협 제빙시설 운영

활어 및 선어
위판시설 분리
(출하시간 추가 조사
온도관리 미흡)

활어 및 선어
위판시설 분리
(출하시간 추가 조사
온도관리 미흡)

선어 중심 위판
(출하시간 추가 조사
온도관리 미흡)

오징어 중심 위판
(출하시간 추가 조사
온도관리 미흡)

동선관리 미흡

동선관리 미흡

동선관리 미흡

동선관리 미흡

전자경매 없음

전자경매 없음

전자경매 없음

전자경매 없음

바닥상태 불량

바닥상태 불량

바닥상태 양호

바닥상태 불량

내부환경 불량

내부환경 불량

내부환경 양호

내부환경 불량

차량진입 통제 없음

차량진입 통제 없음

차량진입 통제 없음

차량진입 통제 없음

조수 침입방지 없음

조수 침입방지 있음

조수 침입방지 있음

조수 침입방지 없음

수산물
품질관리

위
판
장

부산물 처리시설 없음 부산물 처리시설 없음 부산물 처리시설 없음 부산물 처리시설 없음
청소상태 불량

청소상태 불량

청소상태 불량

청소상태 불량

장비상태 양호
어상자(나무) 불량

장비상태 양호
어상자(나무) 불량

장비상태 양호
어상자(나무) 불량

-

적재
반출

적재/반출환경 불량
운반차량 불량

적재/반출환경 불량
운반차량 불량

적재/반출환경 양호
운반차량 불량

적재/반출환경 불량
운반차량 불량

개인
위생

동선관리 없음
손 씻기 상태 불량
위생복장 불량
흡연통제 없음

동선관리 없음
손 씻기 상태 불량
위생복장 불량
흡연통제 없음

동선관리 없음
손 씻기 상태 불량
위생복장 불량
흡연통제 없음

동선관리 없음
손 씻기 상태 불량
위생복장 불량
흡연통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작업
환경 장비

위생관리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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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흥항
□ 서해안의 중심적인 수산물 집산지로 위판규모에 비해 시설노후화와 위생관리 여건은 취약한 상태임

◦ 안흥항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입지한 서해중부권의 중심어항으로 수산물의 주요
집산지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안흥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어선은 306척, 외래어선 277척으로 비교적 높은 어업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흥항의 연간 어선출입항의 빈도는 19,088회로 나타났음5)
- 안흥항에 양륙되는 주요 어종은 오징어, 꽃게, 우럭, 놀매미 등 어류와 갑각류이며,
2012년 기준 위판량과 위판금액은 각각 4,734톤, 296억 원으로 나타났음6)
<그림 3-4> 태안 안흥항 전경과 어항부지이용계획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p.263, p.267

◦ 안흥항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림 3-5>와 같이 표
시된 공공영역은 수산과 해양수산공공기능이 밀집되어 있음
- 어선의 수산물 양륙과 보급, 정박을 위한 동선은 보통 반시계 또는 시계방향으로
시설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흥항의 경우 동선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
- 안흥항의 산지위판장은 선어와 활어 위판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산물의 품질관리는
문제가 없으나 산지위판장의 부지여건이 협소하여 운반차량이 산지위판장 내부로
진입해서 수산물을 처리하는 이용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어항설계와 개발과정에서 수산물류의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데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위생환경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원인이 되고 있음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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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이용실태 모형개발 및 현황조사(부록1)」, 2012,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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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안흥항 기능시설 배치와 어선의 동선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p.267 내용을 이용하여 재구성

□ 안흥항 육역부지는 어구건조 및 적재, 차량통제 부재로 협소한 공간에서 위생관리 한계

◦ 안흥항 육역부지는 어획물을 양륙하는 물량장과 친수공간에 어구건조 및 폐어구가
적재되어 고양이, 쥐 등의 서식·피난처로 활용됨으로써 인접한 개방형 구조의 산지
위판장은 항상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 어항구역 내 폐어구 및 기타 자재가 적재되면서 주변 상가 및 어가로부터 생활쓰레기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 안흥항은 입지여건상 어항구역 내 산지위판장의 주변부지가 협소한 상황에서 수산물
운반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있고, 산지위판장의 반출구역과 운반차량 주차공간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안흥항 육역부지는 수산물류의 흐름에 따른 기능과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해
수산물 운반차량이 경매공간으로 진입하고, 운반차량이 주차한 바닥에서 경매가
이루어져 수산물이 위해요소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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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안흥항 육역부지 이용 실태

사진자료: 다음지도(http://map.daum.net) / 촬영 : 2015. 4. 6 안흥항 현장조사 및 태안군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 안흥항은 산지위판장 등 수산물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수역으로 여과 없이 방류되면서
수산물 취급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노출

◦ 안흥항은 활어와 선어 위판장에서 사용한 물과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가 수역으로
별도의 여과처리 없이 어항구역으로 유입되고 있음

<그림 3-7> 안흥항 수역의 위해요소 현황
안흥항 수역으로 유입되는 방류구

촬영 : 2015. 4. 6 안흥항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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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흥항의 선어 위판장은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취급됨으로써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

◦ 산지위판장이 노후화되어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이 배수되지 않고 고이면서 악취와
세균번식 등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양륙된 수산물이 위판장의 바닥에서 선별과 경
매가 이루어지면서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음

◦ 중도매인과 어업인들은 화장실 등 위생시설 이동과정에서 위생장화 및 손 세척을 위
한 위생시설이 어항구역에 없어 위해요소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

◦ 개방형 위판장 시설은 개, 고양이, 쥐, 갈매기 등 조수의 차단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상시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임

◦ 안흥항은 경매 전후 고압살수기를 활용하여 물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누적된 오염원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3-8> 안흥항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처리과정 실태

촬영 : 2015. 4. 6 안흥항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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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동항
□ 국동항은 남해안 수산물류의 중심기능에 따른 산지위판장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취약

◦ 국동항은 조기, 멸치, 꽃게, 새우 등 선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적어선 수 778척, 외래어선 수 114척, 연간 어선 출입항빈도는 12,433회로 나타났음7)
-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통한 주요 어종은 조기, 멸치, 꽃게, 새우 등이며, 연간 위판량
34,758톤, 위판금액 1,472억 원으로 수산물 거점어항임8)
<그림 3-9> 국동항 전경과 어항부지이용계획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p.408 / 사진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 국동항 산지위판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인프라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수산물 양륙,
하역, 선별, 경매, 출하 등 수산물 처리과정은 현대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
어져 수산물이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수 침입이나 외부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폐쇄형 산지위판장을 조성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이 양륙되는 방향은 개방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둘째, 접안 → 하역 → 선별 → 경매 → 출하의 수산물류 흐름에 따라 기능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출하구역과 배후 주차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차량이 산지위판장 내부로 진입하면서 시설현대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
- 셋째, 국동항은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일반관광객 등이 수산물 경매과정에 참
여하면서 위생복장, 개인위생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수산물이 위해요소에 노출되
는 문제점이 나타남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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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동항 산지위판장 바닥은 에폭시 포장으로 청결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나 배수시설(배수로 및 집수정) 부재로 바닥을 건조상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 다섯째, 지게차 등 장비와 작업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섯째, 산지위판장 내부에 통발 등 어구와 기자재를 적재하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
적인 수산물을 취급하는데 부적절한 환경을 보임

<그림 3-10> 여수 국동항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처리과정 실태

촬영 : 2015. 7. 22 국동항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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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량항
□ 마량항은 다기능어항 조성을 통한 친수기능 강화와 주말 토요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수산물 유통·
소비의 중심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수산물 위생관리 여건은 취약한 환경임

◦ 마량항은 다기능어항을 통해 친수공간 조성과 주말 토요시장 도입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산지위판장 정비가 이루어졌음

- 마량항은 재적어선 수 221척, 외래어선 수 206척으로 고흥, 완도지역 어선들이 이용하는
거점어항으로 연간 어선 출입항 빈도는 14,946회로 나타났음9)
- 마량항은 낙지, 문어, 전복 등이 주요 품목으로 위판되고 있으며, 연간 위판량은
1,691톤, 위판금액은 169억 원임10)
<그림 3-11> 강진 마량항 전경과 부지이용계획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p.352 / 사진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 마량항 육역 및 수역을 보면, 어구건조 및 어구보관시설 부재로 어구가 물량장에 그대로

적재되어 있으며, 어항정화시설이 없어 생활오수 및 산지위판장에서 사용된 물이
어항수역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
<그림 3-12> 마량항 육역 및 수역 현황

촬영: 2015. 07. 23 / 2015. 08. 01 마량항 현장조사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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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량항 산지위판장도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인프라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수산물 처
리과정은 현대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산물이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
출되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상자 없이 산지위판장의 바닥에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져 다양한 위해요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 둘째, 협소한 산지위판장에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일반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개인위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수산물이 직·간접적인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음
- 셋째, 위판장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적재되어 있고, 어항구역 내 종사들이 산지위판장
내부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림 3-13> 마량항 산지위판장 현황

촬영: 2015. 07. 23 마량항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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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동항
□ 저동항은 최동단의 어업전진기지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활동의 중심지이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산지위판장 내 위생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저동항은 최동단의 어업전진기지로 재적어선 수는 145척, 외래어선 수 84척, 연간
어선 출입항 빈도가 8,668회에 달함11)
- 산지위판장을 통해 경매되는 주요 어종은 오징어로 연 1,593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획량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음12)
<그림 3-14> 울릉 저동항 전경과 부지이용계획

사진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부자료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p.480

◦ 저동항은 입지특성상 협소한 어항육역과 넓은 수역을 가진 어항으로 수산업이 오징어
채낚기 업종에 한정되어 있고, 수산물 취급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해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오징어는 대부분 선어로 양륙되고 건조과정을 통해 상품이 되는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냉동보관 → 하역 → 선별 → 경매 → 가공(전처리)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선별 → 경매 → 가공(전처리)의 작업공정은 저동항 산지위판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고 있음
- 둘째, 저동항의 산지위판장은 개방형 구조물로 외부의 공기, 조수의 침입, 차량진입
등 오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11)
12)

24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이용실태 모형개발 및 현황조사(부록1)」, 2012, p.122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이용실태 모형개발 및 현황조사(부록1)」, 2012,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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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위판장의 바닥은 노후화와 차량진입으로 인해 요철이 발생하고, 이곳에 오징
어 부산물과 물이 고여 부패되면서 미생물에 의한 위해요소 노출에 위험이 있음
- 셋째, 수산물 처리구역 인근에는 폐유 저장고가 적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림 3-15> 저동항 육역부지 현황

자료: 다음지도(http://map.daum.net) / 울릉군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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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분석
□ 해역별 수산물 거점 어항의 위생관리 여건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

◦ 어항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은 선행연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어항구역은 협소하고 제약된 공간에서 수산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과 시설배치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어선이 조업 후 입항하는 과정부터 수산물이 소비지로 출하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기능 및 시설배치 보다는 어항부지 여건에 맞춘 기술적인
시설배치가 근본적인 문제임
- 특히, 양륙 → 하역 → 선별 → 진열 → 경매 → 출하로 연결되는 기능시설의 배치
문제는 운반차량이 반출공간에서 수산물을 상차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위판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이러한 수산물 취급과정이 관행으로 고착화되었음
- 또한 어항구역 내 수산물류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면서 경매시간 지체에 따른
수산물 선도 및 품질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수산물 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용수 및 얼음의 수질과 어항수역으로 유입되는
수질 및 저질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항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안과제로 다루어져 어항구역 내 육역과 수역의 수질 및 저질환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추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산물 처리구역의 핵심기능인 산지위판장은 대부분 개방형 구조물로 조성되어
조수 침입 및 외부공기 유입 등 위해요소 차단에 한계가 있었으며, 노후화에 따른
불결한 환경에서 바닥위판이 이루어져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이 어선에서 양륙되어 선별, 경매, 출하되는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생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통행함으로써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음
- 국내 산지위판장의 경매과정이 경매인과 중도매인 간 재래방식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바닥위판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특히, 국가어항의 산지위판장은 대부분 배수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바닥 환경은
균열이나 요철을 사전에 정비하지 못해 부산물이나 물이 고여 썩는 등 위생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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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던 어항들은 수산물류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및 장비 등 수산기자재 개발도 미흡하여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인력
투입에 따른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
- 어선의 접안이후 하역에서부터 수산물의 출하까지 단위 공정을 대부분 인력투입과
자동화 설비 부재로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어상자는 나무재질을 사용하고 있어 재사용과 손쉽게 파손되어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음
- 산지위판장 내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운반기계 등의 장비는 전기충전방식이 아닌
디젤엔진 사용에 따라 오염원 배출 등 수산물에 위해요소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음

◦ 다섯째, 사례조사 지역에서는 수산물 처리구역 이외의 어항육역에서 폐어구나 자재
를 적재하게 되고, 생활쓰레기 투기까지 나타나면서 악취, 유해 곤충의 서식환경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여섯째, 어항구역 내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등 관계자들은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공정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교육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어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음
- 어항구역 내 관계자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과 관행에 따른 습관은 수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위해요소로 볼 수 있음
- 특히 연구진이 사례지역 조사과정에서 어항 관계자들이 수산물 산지위판장 내에서
흡연, 코를 푸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수산물을 발로 밞거나 차는 행위 등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위판장 운영주체와 어항시설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으로써 어
항구역 내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가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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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청정어항 동향 및 시사점

1. 일본의 청정어항 동향
□ 권역별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어항 인프라의 적절한 조성과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한 취급 및 소비지 출하로 지역경쟁력 강화 13)

◦ 일본은 수산물의 양륙, 선별, 가공, 운송 등 수산물류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생관리형 어항에 대해 수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위생처리 기능
유지 및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위생관리형 어항에 대한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은 권역 내 개별 어항의 유통에 대한
역할과 기여도 등 수산물류에 기초하여 고려되며,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위생관리형 어항은 하드웨어 확충 및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어항관계자들의 위생문
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프로그램을 수반하고, 특히, 수산물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위생관리형 어항은 대부분 권역설정에 따른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권역설정 시 수산물류
및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14)

◦ 위생관리형 어항은 행정구역, 산지시장 배치, 수산물 유통특성, 어업의 유사성, 어협의
관할 범위, 어항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에 따라 선정함

◦ 이러한 권역설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권역 내 하나의
유통거점으로 집약화하는 단핵형 유통거점 어항 또는 2개 이상의 유통거점으로 집약화하는
다핵형 유통거점 유형이 있음

◦ 이 밖에도 권역 밖 소비지로 출하하는 형태로 가격이나 판매는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수산물 자체는 개별 어항에서 직접 배송하는 권역 외 소비지 유형도 나타나고 있음
13)

14)

Masayuki FUDO et. al, An Operation Area to Rega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s an Integrated Matter, Research Papers No.21, The Japanese Institute of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pp.23-28 내용을 재구성
Masayuki FUDO et. al, An Operation Area to Rega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s an Integrated Matter, Research Papers No.21, The Japanese Institute of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pp.23-28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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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본 권역별 거점어항 개발의 유형분류
단핵형 유튱거점 유형

다핵형 유통거점 유형

권역 외 소비지 유형

자료 : Masayuki FUDO et. al, An Operation Area to Rega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s an
Integrated Matter, Research Papers No.21, The Japanese Institute of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p.26 재인용

□ 농림수산성은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공유하기 위해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어항의 위생관리 기준과 대응방안을 마련

◦ 일본 농림수산성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어항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어항
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15)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어항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50% 이상의 국민들은 위판이 끝나면 바닥 등
을 살균 처리한 물로 세척하고, 수산물 위판구역 내 조수(鳥獸)의 침입방지를 중점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수산물의 온도관리, 살균처리한 물과 얼음 사용, 수산물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
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어항구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위생복장 착용, 화장실 사용 후 착용했던
장화소독 등 개인위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전체 응답자의 82.7%가 수산물 구입 시 어항의 위생관리 대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져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60%가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대책이 마련된다면 수산물 구입비용
이 상승하더라도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은 어항어장정비법(漁港漁場整備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수산물 유통거점이 되는 어항의 위생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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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생관리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기준 등을 마련함
- 수산물 유통의 거점어항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짐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위생관리 대응의 지속성 확보, 품질관리 중요성 등을 고려하
여 어항의 단계별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함
<표 4-2> 일본의 단계별 어항 위생관리 정의 및 주요내용
수준

정의

주요 내용

1단계

- 수산물 양륙부터 소비지 출하까지 전 공정을
식중독균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인
통한 위해요인의 특정
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목에서 최소한의 조치
- 전 행정을 통해서 위해요인을 없애기 위해 하
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항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책의 실시 등

2단계

1단계 대책 이외에
각종 대책에 의해 식중독균의 혼입이 없는 것 - 각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
으로 확인되었으며,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어 및 소프트웨어 대책의 실시
되고 있는 어항
-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점검의 실시 등

3단계

1, 2단계 대책 이외에,
위생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제가 확립되 - 위생관리 관련 기록 및 관리
어 있는 어항
-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체
계구축

자료 : 水産廳(일본수산청), ｢漁港における衛生管理基準について｣, 2008, p.2

◦ 농림수산성은 어항구역의 위생관리 평가를 위해 물 환경, 수산물 품질관리, 작업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특히, 동일 어항이라도 다양한 어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항 단위가 아닌 수산물의
양륙부터 출하까지 수산물류의 흐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농림수산성은 각 단계별 수산물 위생관리 대응방침을 마련함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정책성과를 도출하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함
- 첫째, 위생관리 1단계에 대해서는 수산물이 양륙되는 모든 어항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둘째, 위생관리 2단계는 1단계를 충족하는 어항 가운데 수산물 유통의 거점어항
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어항어장정비계획 기간 중에 거점어
항은 해당지역 수산물의 50% 이상이 위생관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
- 셋째, 위생관리 3단계는 2단계를 충족하는 어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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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청은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관리형 어항 150개소 조성으로
수산물 출하비율을 50%까지 확대 추진

◦ 수산자원의 감소로 대부분의 연근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어항에서 양륙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활력을 모색하
기 위한 방안으로 위생관리형 어항 확충에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소비패턴이 변화하면
서 어항구역 내 위생적인 환경정비, 어업인들의 개인위생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4> 일본의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사업 사례
항명

사업개요

사업내용

고치현 스쿠모시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타노우라항
- 사업주체 : 고치현, 스쿠모시, 층도만 어협
(田ノ浦漁港)
미야기현
오나가와지구
(女川地区)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
(八戸漁港)

이와테현
오후나토항
(大船渡漁港)

치바현
카츠우라항
(勝浦漁港)

해수교환형 방파제
청정 바닷물 도입시설
산지위판장 환경개선 사업
냉각 해수처리 시설
제빙․저빙시설 및 기기

- 산지위판장 시설 정비
- 사업기간 : 2008년~2013년
- 어분 선별기, 방조․차광시설 도입
- 사업주체 : 미야기현, 오나가와쵸, ㈜오나가와
- 암벽 보수공사
어시장
- 위생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수회 등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사업주체 :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

암벽정비 (L=1,094m)
화물처리소 정비(4개동)
청정 바닷물 도입시설(취수살균시설)
어항청소시설(오수처리배출시설) 등

- 사업기간 : 2008년~2012년
- 사업주체 :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

안벽정비
인공지반 조성
폐쇄형 산지위판장 조성
청정 바닷물 도입 및 어항청소 시설
조수 등 침입방지 시설 등

- 사업기간 : 2010년~2018년
- 사업주체 : 치바현, 카츠우라시, 카츠우라 어협 -

냉동․냉장시설 도입
제방시설
위생관리형 산지위판장
안벽 및 정박지 준설

자료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 참조 (www.jfa.maff.go.jp), 검색일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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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국가들의 청정어항 동향
□ FAO에서는 수산물의 특성상 어장에서 잡은 이후부터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어항구역 내 위생강화 위한 시설 및 개인 위생문제 개선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 EU 국가들은 어항구역 내 위해요소 분석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HACCP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① 어항구역 내 수질, ② 어항관계자 개인위생, ③ 청정 기준
(cleanliness standard) 등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어항구역 내 수질문제는 수산물 포획 이후 어창(魚艙) 내 보관, 수산물 취급과정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기생충 등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중점관리방안 마련
- 이러한 위해요소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 복장상태, 개·고양이 배설물, 작업자의 손,
곤충들이 매개로 수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음
<표 4-5> 어항구역 내 사용되는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위해요소

질병

비고(증상)

박테리아
대장균(Escherichia coli)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pneumpophila)
렙토스파이라균(Leptospira)
장티푸스균(Salmonell typhi)
살모넬라균(Salmonella)
이질균(Shigella)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여시니아엔테로(Yersinia enterolitica)

위장염
레지오넬로시스
렙토스피라병
장티푸스
살모넬라증
적리
콜레라
여시니아증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 31 types)
장내 바이러스(Enteroviruses 67 types)
A형 간염(Hepatitis A)
장관성 감영(Norwalk agent)
레오 바이러스(Reovirus)
로타 바이러스(Rotavirus)

호흡기질환
위장염, 수막염
전염성 간염
위장염
위장염
위장염

원생동물
대장발란티디움(Balantidium coli)
크립토스포디움(Crytospordium)
이질 아메바(Entamoeha histolytica)
장편모충(Giardia lamblia)

대장발란티듐
크립토스포디아증
아메바성 이질
편모충증

설사, 이질
설사
출혈 수반 장기 설사
약한 설사, 메스꺼움

기생충
간질(Fasciola hepatica)
메디나충(Dracunculus medinensis)
회충(Ascaris lumbricoides)
요충(Enterobius vericularis)
소형조충(Hymenolepis nana)
무구조충(Taenia saginata)/ 유규조충(Taenia solium)
편충(Trichuris trichiura)

간질증
메디나증
회충증
요충증
선충증
촌충기생
편충증

간충
기니 벌레
회충
요충
왜소조충
민촌충 / 갈고리촌충
편충

설사
급성호흡기 질환
황달, 열
고열, 설사
식중독
세균성 적리
극심한 설사
설사
황달, 열
구토
구토
구토

자료 : FAO, Fishing harbou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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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과 EU 국가에서 제안하는
하구역(Estuary) 및 어항수역(Fishing Port Basin)의 수질기준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음용수 및 하구·어항수역 수질 허용 기준
음용수 구성요소

단위

허용값

하구역 및 어항수역 구성요소

단위

허용값

Aluminium

㎎ AI/ℓ

0.2

Mercury

㎍ Hg/ℓ

0.50

Arsenic

㎎ As/ℓ

0.05

Cadmium

㎍ Cd/ℓ

5.00

Barium

㎎ Ba/ℓ

0.05

Arsenic

㎎ As/ℓ

0.50

Berylium

㎍ Be/ℓ

0.2

Chromium

㎎ Cr/ℓ

0.50

Cadmium

㎍ Cd/ℓ

5.0

Copper

㎎ Cu/ℓ

0.50

Calcium

㎎ Ca/ℓ

200.0

Iron

㎎ Fe/ℓ

3.00

Chromium

㎎ Cr/ℓ

0.05

Lead

㎎ Pb/ℓ

0.50

Copper

㎎ Cu/ℓ

1.0

Nickel

㎎ Ni/ℓ

0.50

Iron total

㎎ Fe/ℓ

0.3

Zinc

㎎ Zn/ℓ

50.00

Lead

㎎ Pb/ℓ

0.01

Tributyltin

㎍/ℓ

0.002

Magnesium

㎎ Mg/ℓ

150.0

Triphenyltin

㎍/ℓ

0.008

Manganese

㎎ Mn/ℓ

0.1

Aldrin

㎍/ℓ

0.01

Mercury

㎍ Hg/ℓ

1.0

Dieldrin

㎍/ℓ

0.01

Selenium

㎎ Se/ℓ

0.01

Endrin

㎍/ℓ

0.005

Sodium

㎎ Na/ℓ

200.0

Isodrin

㎍/ℓ

0.005

Zinc

㎎ Zn/ℓ

5.0

TOTAL “drins”

㎍/ℓ

0.03

Chlorides

㎎ Cl/ℓ

250.0

TOTAL “ddt” all 4 isomers

㎍/ℓ

0.025

Cyanide

㎎ Cn/ℓ

0.1

para-ddt

㎍/ℓ

0.01

Fluorides

㎎ F/ℓ

1.5

Hezaclorocyclohexane

㎍/ℓ

0.02

Nitrates

㎎ NO3/ℓ

10.0

Carbon tetrachloride

㎍/ℓ

12.0

Nitrites

㎎ NO2/ℓ

-

Pentachlorophenol

㎍/ℓ

2.0

Sulphates

㎎ SO4/ℓ

400.0

Hexachlorobenzene

㎍/ℓ

0.03

Suphides

㎎ H2S/ℓ

0

Hexachlobutadiene

㎍/ℓ

0.10

TOTAL “drins”

㎍/ℓ

0.03

Chloroform

㎍/ℓ

12.0

TOTAL “ddt”

㎍/ℓ

1.0

Ethylenedichloride

㎍/ℓ

10.0

Hydrocarbons

㎎/ℓ

0.1

Perchloroethylene

㎍/ℓ

10.0

Anionic detergents

㎎/ℓ

0

Trichlorobenzene

㎍/ℓ

0.40

6.5-8.5

Trichloroethylene

㎍/ℓ

10.0

Total dissolved solids

pH
㎎/ℓ

500

Hydrocarbons

㎍/ℓ

300.0

Total hardness

㎎/ℓ

500

Phenols

㎍/ℓ

50.0

Alkalinity

㎎/ℓ

500

Surfactans

㎍/ℓ

300.0

Dissolved Oxygen

㎍/ℓ

80-120
0.04

Total bacteria

Count/㎖

100

pH

Coliform

Count/100㎖

0

Sulphide

% Saturation

6-9

E. Coli

Count/100㎖

0

Salmonella

Count/100㎖

0

Faecal coliforms

per 100 ㎖

2,000

Total coliforms

per 100 ㎖

10,000

Salmonella

0

Entero viruses

0

자료 : FAO, Fishing harbou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p.290-291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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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에서는 청정어항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어항시설 이용자, 어항운영 및 관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과 수산물 하역공간을 포함한 어항구역 내 환경 문제
인지와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봄
- 위생복장 및 위생장화 착용, 손 세척, 작업구역 사전·사후 청소 등 개인위생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는 수산물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청정어항으로서 브
랜드 확산에 따라 어가(魚價) 향상에 기여
- 어항구역 내 위생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어항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방법(매뉴얼)과 시기, 빈도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 EU국가들의 어항구역 내 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자료 : Ansen Ward and Yolaine Beyens, SmartFish Working Papers No.001, Fish Handling, Quality and
Processing : Training and Community Trainers Manual, p.114

- 어항구역 내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산지위판장, 어항수역, 어상자,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실 및 샤워장, 수산물 처리구역 이외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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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어항구역 내 인프라시설 위생관리 방안
구분

어항
시설
청정
유지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산지위판장

- 오염원 차단과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
해 폐쇄형 건물구조 채택
- 바닥은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배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바닥은 에폭시로 마감하여 청결 유지
- 화장실, 세척시설 등을 마련하고, 하수관
로는 별도로 분리
- 전자경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산
물 판매 후 소비지 배송

출입통제

-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일반인 출
입을 통제
- 필요한 경우 산지위판장을 포함한 수산물
처리구역에 한정하여 출입 통제

어상자

-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어상자 사용을
권장하고 깨지기 쉬운 스티로폼 재질은
피할 것
- 사용 후 고압살수기로 세척하고 건조하여
사용

쓰레기
분리처리

- 배터리, 폐유, 부산물 등 어항구역에서 발
생하는 쓰레기 유형에 따라 분리수거

어항수역
및
저질환경

- 뷰유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항구역
내 청결상태 유지
- 저질환경은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수역 내
수질환경 관리

개념도

어항구역 내
- 어구를 어항구역 내 적재 또는 폐어구나
수산물처리구역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함
이외지역

자료 : FAO, Fishing harbou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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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국가들은 EAFPA(European Association of Fishing Ports and Auctions)를 중심으로
수산물 위판이 이루어지는 거점어항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반시설과 운영체계를 마련

◦ EAFPA(European Association of Fishing Ports and Auctions)는 비영리 교역단체로서 어
항과 산지위판장의 특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EAFPA는 서유럽 전역에 걸쳐 어항과 산지위판장 운영자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파로에,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
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 40억 유로의 시장규모임
<그림 4-2> EAFPA에 가입한 회원국 위치도

자료 : EAFPA, ｢Fish Price Formation｣, p.3 내용에서 발췌
(http://ec.europa.eu/fisheries/news_and_events/events/price_seminar/visser_en.pdf)

◦ 수산물이 양륙되는 어항은 서유럽에 330개소로 이 중에서 수산물의 양륙이 집중되는
중요 거점어항이 나타나고 있음
- 서유럽 국가 가운데 스페인이 116개 어항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50개소, 프랑스 및 아이슬란드 38개소, 포르투갈 19개소 순으로 나타났음
- 이들 어항 가운데 공급적 측면과 수요 측면의 여건에 따라 일부 어항에 수산물 양
륙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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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FPA에 가입한 포르투갈은 주요 어항에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구 DOCAPESCA를 설립하고,
어항의 위생·환경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

◦ DOCAPESCA는 농업해양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Sea, Environment and Physical
Planning)가 출자한 기업으로 핵심적인 22개 어항에 수산물 위판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어항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DOCAPESCA는 위판장 운영을 포함하여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밖에 제빙·냉동창고 운영, 얼음판매, 연료 및 어구공급, 어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4-3> 포르투갈 주요어항 내 DOCAPESCA 위치도

자료 : DOCAPESCA 홈페이지 참조 (www.docapesca.pt), 검색일 2015.11.9.

◦ 포르투갈에서 가장 대표적인 M,atoshinhos·Sesimbra 어항의 위생·환경 문제와 운영·관리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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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로 수산물의 위생안전 제고와 부가가치 제고

◦ 포르투갈의 어항구역 내에서 수산물류는 ① 접안 → ② 하역 → ③ 선별 → ④ 경매
→ ⑤ 출하의 흐름이며,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1) 어항구역 출입 관리

◦ 포르투갈의 경우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어업인, 중도매인,
DOCAPESCA 직원 등 어항 관계자 이외에는 어항 출입구에서 통제되어 허가를 받
지 않은 경우 일반인이 어항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 이탈리아 등 일부 EU 국가에서는 어항구역 내 위판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처리구역에
한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그림 4-4> EU 국가들의 어항구역 출입 관리
포르투갈 Sisembra 어항

이탈리아 Mercato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2) 접안과 하역

◦ 접안과 하역과정은 양륙량이 많은 고등어와 정어리는 오전시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양은 적지만 가격이 높은 다양한 어종은 오후시간 경매로 분리함으로써 접안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하역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고등어와 정어리는 모두 양륙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채취하여 경매함으로서 시간
단축을 통해 선도를 유지하고, 접안과 하역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
- 반면 양륙량이 적고 가격이 높은 흙갈치, 문어 등의 어종들은 통상 오후 4시에 경매를
실시하고 있어 접안과 하역공간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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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포르투갈 어항의 정박 및 하역공간
포르투갈 Sesimbra 어항

포르투갈 Matoshinhos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3) 선별

◦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양륙 전 어선 내 어상자에 1차적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하역
이후 경매장으로 이동하여 크기, 중량에 따라 선별작업이 이루어짐
- 포르투갈의 경우 양륙부터 경매장 내 선별작업은 DOCAPESCA 종사자들에 의해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위생복장과 장비를 갖춰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짐
- 선별작업은 전자경매로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청정용수로 세척이 이루어지나
양륙시간과 경매장 실내온도 등을 고려하여 청정얼음을 사용하고 있음
- 선별과정에서 모든 작업자는 장갑과 위생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손이나
작업복 등 개인의 위생문제로 인해 수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림 4-6> 포르투갈 어항의 선별작업
포르투갈 Sesimbra 어항

포르투갈 Matoshinhos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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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

◦ 수산물 양륙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점어항들은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생적인
기반시설에서 빠르고 정확한 경매과정을 거침
- 포르투갈의 경우 동물, 공기, 직사광선 등 외부환경의 위해요소가 경매장 내부로 유입
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물이며, 바닥은 에폭시 마감과 배수처리가 원활하게 조성
- 내부동선은 운반장비(지게차)가 이동하는 동선과 경매시설 내 작업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컨베이어를 따라 선별된 어상자가 들어오면 전자경매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구매자가
결정되며, 인터넷으로도 경매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4-7> 포르투갈 어항의 경매시설과 과정
포르투갈 Sesimbra 어항

포르투갈 Matoshinhos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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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하

◦ 전자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수산물은 구매자별로 분류되고, 소비지로 즉각 출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자경매가 끝나는 즉시 분류작업자들은 구매자별로 어상자를 분류하고, 구매자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매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운송차량으로
이동 후 소비지로 운반됨
<그림 4-8> 포르투갈 어항의 출하작업
포르투갈 Sesimbra 어항

포르투갈 Matoshinhos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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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구역 내 개인위생 강화 및 작업자들의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병행

◦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처리구역 내 작업자들의 개인
위생을 위한 적절한 복장 및 위생장화 착용, 손 세척 시설, 경매 전후 작업장 및 장비
세척 등을 강화하고 있음
- 수산물 처리구역 내 작업은 DOCAPESCA에서 고용한 직원들로 작업복 착용과 위생장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수산물 처리구역 내에서는 수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손 세척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수산물 처리구역 내 바닥, 장비, 어상자 등은 세정제를 넣은 고압살수기로 청소하고
있으며, 어상자의 경우 시간 당 4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세척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림 4-9> 포르투갈 어항 수산물 처리구역 내 위생관리 강화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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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은 농업해양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Sea, Environment and Physical
Planning)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분야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위생·안전분야 교육은 DOCAPESCA 관계자를 포함하여 어업인, 어항구역 내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4-10> 포르투갈의 어항구역 위생·안전 교육 매뉴얼과 교육시설
어항구역 내 위생·안전분야 교육 매뉴얼

어항구역 내 교육시설
(Sesimbra 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진도보고자료)

3. 시사점
□ 권역별 거점어항을 대상으로 위생관리형 어항을 조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

◦ 일본의 경우에도 3,0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어항의 유통에 대한 역할과 기여도, 수산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생관리형 어항을 확대하고 있음
- 위생관리형 어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위생관리 대응의 지속성
확보, 품질관리의 중요성 등을 토대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
- 1단계는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마련이
핵심이며, 2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생관리의 지속성 확보, 3단계는 종합 관리체
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일본의 위생관리형 어항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하드웨어 개선뿐만 아니라
어항구역 내 모든 관계자들이 위생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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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에는 어항구역 내 HACCP형 위생기준과 기반시설, 교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은 각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어항구역 내 물 환경,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작업환경에 기초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홍보활동 강화

◦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고, 또한 수산
물류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마련
- 어항구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강제적인 규정 또는 권고하는 수준에서 다루고 있음

◦ 수산물류의 흐름에 따라 수산물 처리구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항구역 내 수역(정박지)의 수질 및 저질환경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음
- 특히, EU 국가들은 어항구역 내 관계자들의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문제와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어항구역 내 하드웨어 개선과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어항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위생관리 교육활동은 정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를 어항에 직접 보내 주관하고, 어항
관계자들의 의무적인 참여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어항구역 내 수산 기자재의 현대화 및 표준화 도입 필요

◦ 수산물 양륙부터 출하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산물류의 전 과정에서 기반시설, 장비, 기
자재는 위생상태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현대화하고, 모든 어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적용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전자경매, 어상자, 수산물 처리구역 세척시설 등은 현대화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 어항 인프라 개발과 어항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포르투갈은 어항의 인프라를 농업해양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Sea, Environment
and Physical Planning)에서 직접 개발하고, 어항의 운영·관리는 DOCAPESCA라는 전
문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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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청정어항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1. 청정어항 도입 대상검토
□ 해역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산지위판 기능을 갖춘 어항 중 위판량이 높은 어항을 대상으로
청정어항 도입대상 검토

◦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가운데 산지위판장을 갖춘 어항을 도출하고, 이들 어항의 3년
간 평균 위판량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는 <그림 5-1>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한계와 실태조사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수협중앙회의
계통출하 위판량 정보에 한정하여 청정어항 후보군을 검토하였음

◦ 청정어항 대상항은 어종, 위생개선의 시급성(수산물 처리시설 노후화), 어항 운영·관
리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마련 등 추가적인 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림 5-1> 어항의 위판량에 따른 청정어항 후보군 도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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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정어항 정책방향
□ 국내 수산물 산지위판장 기능을 갖춘 어항들의 위생관리 실태조사 필요

◦ 어항구역 내 수산물류 흐름(접안 → 양륙 → 선별 → 경매 → 출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해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의 어항은 어업특성과 어종에 따라 성수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항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표 5-1> 수산물류 흐름에 따른 위해요소 및 문제점
수I산물류

위해요소 및 문제점

접안

선별

경매

자료 : FAO, Fishing harbou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와 Ansen Ward and Yolaine Beyens,
SmartFish Working Papers No.001, Fish Handling, Quality and Processing : Training and
Community Trainers Manual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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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의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일본이나 EU의 어항 위생관리 검토항목을
토대로 국내여건에 맞게 마련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5-2> 어항의 위생관리 실태조사 항목 및 조사내용(안)
구분

조사항목

어항구역 내 수역환경
물 환경

수산물
품질관리

해수교환형 방파제 도입 및 가능성
수역의 수질 및 저질환경 조사
정화시설 도입 및 관리
배수시설 관리

용수·얼음공급

적정 온도관리

- 양륙에서 출하까지 소요시간
- 수산물 온도관리 실태

기자재 및 장비

적재 및 반출

교육
인식개선

-

- 적정 용수기준
- 청정 해수 이용 여부
- 청정 얼음 사용 여부

산지위판장

작업환경

조사내용

-

수산물류의 프로세스 조사(양륙~출하까지 동선)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여부
바닥마감(에폭시 포장) 및 배수상태
내부환경(조도, 온도, 환기구 상태)
차량 진입방지 대책
조수 등 침입방지 대책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대책
청결유지(사전·사후 청소상태)

- 어항구역 내 장비의 청결 상태
- 어상자의 규격화 및 청소 상태
- 적재·반출환경의 청결 유지상태
- 운반차량의 청결 유지

개인위생

-

동선관리(위생시설 내부 설치)
철저한 손 씻기 상태
위생복장의 착용 상태(장갑, 위생장화, 작업복 등)
흡연실 분리 설치

위생교육

- 어항구역 내 작업자들의 위생관련 교육활동 여부
- 위생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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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항구역의 수역과 육역, 수산물 처리구역 이외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어항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

◦ 어항구역 내 수역은 항내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과 어항청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수질 및 저질환경에 대한 실태와 청정어항 도입이후 성과에 대한 모니터
링 수행을 통해 청정어항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수산물 처리구역 이외의 육역은 폐어구나 생활쓰레기가 적재되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CCTV 설치 또는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청정어항을 중심으로 인근의 어항까지 포함시켜 권역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권역
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정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화는 어항 세력권, 수산물류,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획정이 필요함
- 어항 운영·관리 전담기구는 한국어촌어항협회를 공단으로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조
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정어항 도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기자재 현대화 및 표준화 구축

◦ 어항구역은 수산물류 흐름에 따라 세분화된 작업공정으로 구분되고, 작업공정에 따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및 장비, 기자재의 개선이 필요함
- 청정어항 도입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은 위판장 시설의 개·보수이며, 특히 개방형
구조물에서 폐쇄형 구조물로 전환하여 조수, 외부공기 등 위해요소가 수산물 처리
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이 필요함
- 산지위판장은 세척시설, 보관시설, 교육장, 사무실, 경매장 등 기능별로 구획·분리
하여 청결성을 유지해야 함
- 어항구역 내 수산물류 흐름에서 인력 투입에 따른 위해요소 노출을 방지하고 기계
장비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위생환경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히 어상자의 경우 세척과 수산물류 흐름에 표준화된 규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EU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어상자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함
- 또한, 어상자의 자동세척기 도입을 통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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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구역 내 작업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교육활동 강화

◦ 일부 어항은 산지위판장 등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협,
어업인, 중도매인의 어항시설 이용 행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활동 강화가 필요함
- 어항관리자, 수협, 어업인 등 어항이용자를 대상으로 어항 위생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교육 의무화 대상은 어항관리자(해당 지자체 공무원),. 수협
관계자(중도매인 포함), 어업인을 포함하며, 교육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류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항구역 내 작업공정에
따라 행동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함
□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규정을 마련

◦ 해양수산부는 청정어항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에 필
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항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수질기준, 위생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어항관계자
들의 교육 의무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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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현안과제에서는 국내외 어항의 수산물 처리구역과 그 주변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정부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어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착안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정어항 도입 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어항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정어항에 필요한 하드웨어, 운영관리 프로그램, 어항 종사자들의
개인위생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둘째, 어항구역 내 수산물류에 따른 작업공정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
고, 경매인, 중도매인, 어업인 등 어항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홍보활동
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수산물 양륙부터 출하과정에 산지위판장(전자경매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장비 및 기자재는 위생환경 개선 및 수산물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현대화와 표준화
를 위해 정부, 민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어항의 인프라 개발과 어항시설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정어항이 조기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현안과제에서는 청정어항의 도입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언하
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정어항 대상은 산지위판장을 갖추고 있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대상으
로 하며, 가급적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양륙하는 어항, 수산물 처리시설의 노
후화로 위생개선의 시급성이 있는 어항,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
을 평가하여 선정해야 함
- 둘째,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실태는 수산물류의 세부공정별로 구분하고, 작업공정
별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조사항목, 조시시기,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은
일본, EU의 선진사례와 국내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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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어항의 종합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거버넌스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어항의 기반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수산물 경매까지 포함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항구역 내
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완화해 나가야 함
- 넷째, 청정어항 도입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은 위판장 시설의 개․보수이며, 특히 개
방형 구조에서 폐쇄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조수, 외부공기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
고, 각종 장비 및 기자재의 자동화, 표준화 도입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어항의 위생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항관계자들의 위생문제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이를 작업공정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프
로그램 참여는 의무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어항구역 내 위생관련 규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함

56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8.10.
이승우･박상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2011.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해양환경 통계, 2014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수립 용역보고서, 2012. 2.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이용실태 모형개발 및 현황조사(부록1), 2015. 3.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안서, 2015. 7.
해양수산부, 유휴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 기본계획 수립연구 진도보고, 2015. 11.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14. 3.

<해외문헌>
Ansen Ward·Yolaine Beyens, Fish Handling, Quality and Processing : Training
and Community Trainers Manual, SmartFish Working Papers No.001,
EAFPA, Fish Price Formation, 2005. 6.
J.A. Sciortino, Fishing harbour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539, 2010
Masayuki Fudo·Takuji Goto, An Operating area to rega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s an integrated matter, Research Papers
No.21, The Japanese Institute of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JIFIC, p.23-39, 2009
水産廳, ｢漁港における衛生管理基準について｣, 2008

57

청정어항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자료검색>
http://ec.europa.eu/fisheries/news_and_events/events/price_seminar/visser_en.pdf
http://www.docapesca.pt
http://www.index.go.kr/
http://www.jfa.maff.go.jp
http://www.jfa.maff.go.jp/j/gyoko_gyozyo/g_hourei/pdf/sub76.pdf
http://www.jific.or.jp/dispatch/ronbun/pdf_h21/2105.pdf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