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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세계의 많은 도시는 바다를 통해 성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세
계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 선진국은 기존 해양도시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해운·조선업과 수산업 침체로 쇠퇴한
유럽의 항만·수산도시는 해양클러스터 구축과 도시 재생, 해운 서비
스와 수산가공·유통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해양산업·경제·과학·문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세계 해양
도시로 다시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항만도시였던 헐(Hull)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다. 헐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항만 재생사업 추
진,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노후·유휴 조선소와 부두를 활용한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금은 영국에서
대표적인 해양에너지·문화도시로 거듭났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아
이슬란드 레이캬비크는 해양수산과 관련한 아이디어, 창의기술과 인
재 등이 모여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클
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변신했다.
i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양과 도시의 잠재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
한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해양도시의 경쟁
력 원천은 해운·조선업, 항만산업, 수산업 등 1·2차 산업에 주로 의
존하고 있고, 해양생태·환경, 해양문화·역사와 해양경제 등을 종합적
으로 연계한 해양도시전략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해양은 육지의 대체공간으로만 인식해 해양의 가치와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도시개발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해
양수산 부문에서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해양수산 정책·사업·인프
라 등이 집적되면서 지방 중소 해양도시가 해양혁신도시로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중앙·지방정부는 부문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
양, 도시, 항만, 수산, 산업, 관광 등을 서로 연계하여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新)해양도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신
해양도시는 해양과 도시의 사회경제·역사문화·환경생태의 가치와 공
공성이 조화된 도시로, 해양수산 지역혁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해양도시는 도시 고유의 해양수산 잠재력과 가치에
적합한 맞춤형 신 해양도시 종합발전전략 구축해야 한다.
신 해양도시의 발전은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는 해
양도시를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도시의
전통적 해양경제 부문인 해운·조선업·항만·수산·해양관광 등의 고도
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첨단
장비 등 해양과학과 연계한 해양신산업과 해양금융·법률서비스, 해
양관광서비스 등 해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는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도시의 고유기능과 지
역연고산업과 연계한 신 해양도시가 동·서·남해안권역별로 조성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의 지역혁신플랫
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의 해양수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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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규모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서로
연계하여 협력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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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만·어항 등 노후·유휴부지와 시설을 충분히 재활용해 해
양수산 클러스터의 거점장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해양도시는 바다의 친수성·안전성·쾌적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
장소성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 단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해안경관의 심미성, 사회적 포용성, 회복탄력성, 도
시민의 활력이 넘치는 신 해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해양 주요국,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도시 발전전략 추진
 OECD,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양클러스터 네트워크와 혁신 창업
보육체계를 제안
- OECD(2016)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2010년 대비
2030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 해양경제 성
장전략으로 해양산업 간의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
기 위한 해양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수산 혁신 창업보
육체계 구축 등을 제안

 국제사회는 항만·수산도시에서 해양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경쟁
력 강화 전략 제시
- 해양도시는 수산업 기반의 어촌마을에서 출발하여 산업혁명과
제1·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
하였고, 현재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도시간 경쟁이 확대
되면서 항만도시에서 해양도시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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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도시의 진화 프로세스

자료: Lee, S.W. and César Ducruet(2009), “Spatial glocalization in Asia-Pacific hub port cities:
A comparison of Hong Kong and Singapore,” p.166을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작성

- OECD(2014b)는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클러스터, 수변공간 재생, 항만산업과 지역연고산업 간의
연계, 해안복합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
- Menon Economics(2017)는 세계 해운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경제의 집적 효과와 민주적 의사결정, 해양금융·법률·법·기
술의 복합체 구축, 해양 R&D의 지속성, 해양혁신체계, 해양 친
수성 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표 1. 항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정책수단

연관 분야

주요수단

예시

해양클러스터

물류, 해운서비스,
선박건조·정비 등

공공지원체계 구축,
금융 인센티브, 창의인력 육성 등

싱가포르,
홍콩

공간계획, 투자

로테르담

산업
수변공간
다양성

산업생태계,
재생에너지
관광/여가, 식품,
이벤트산업

각종 계획 사업의 종합적 이행,
바르셀로나
항만 활용·연계 시너지 확보전략
런던,
비항만 부문
엔터테인먼트, 관광, 문화,
리버플,
(non-port sectors)
생태복원 산업 등과 연계
보스턴

자료: OECD(2014b),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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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양국, 국가·지역 특성에 적합한 해양도시 발전방안 추진

요

- 중국 산둥성은 해양우위(優位)를 강조한 해양강성(海洋强省) 발
전방안 중에 하나로 ‘청도의 국제해양도시 건설’로 제시
∙ 2018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
둥의 해양우위를 활용해 해양개발 확대, 세계 일류 항만건설,
해양산업체계, 지속가능 해양생태 환경보호 등을 통해 해양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자’라는 메시지에 따라 ‘산둥성 해양강
성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청도는 해양산업의 현대화, 스마트 해양수산업 혁신, 국제해
양금융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고, ‘해양문명 청도’라는 도시 브
랜드를 마련해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항만·수산도시였던 영국 Hull은 가장 가난했던 도시에서 영국
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난 해양도시로, ‘성장’, ‘탄력’,
‘포용’의 해양도시계획을 수립·추진
∙ 친환경 항만건설, 해양신재생에너지단지와 에너지연구아카데
미 설립, ‘HULL: 요크셔 해양도시 프로젝트(해양문화유산 기
금 조성, 해양박물관, 노후 조선소를 활용한 선박복원 등)’를
추진하고, 유휴부두에 C4DI@THEDOCK를 만들어 디지털
해양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
∙ 헐은 현재 영국의 대표적 친환경 항만과 해양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해양수족관, 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됨에 따
라 2017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되는 등 해양경제와 사회문화
의 조화를 이룬 도시로 평가
∙ 헐은 ‘성장’, ‘탄력’, ‘포용’의 도시계획을 통해 마련된 10억
파운드의 공공·민간투자와 문화도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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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증가, 총부가가치 50억 3,800만 파운드(2014년 기
준)로 추산되고, 2013년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는 542파운
드 증가(Hull city council, 2016, p. 5).
그림 2. 헐(Hull) 해양도시계획의 주요 프로젝트

<그린포트 사업 조감도>

<해안침수방지사업>

<해양박물관과 선박복원사업지>

<C4DI@THEDOCK 조감도>

자료: http://cityplanhull.co.uk/(검색일: 2018. 9. 5)

-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는 수산생명공학의 혁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
∙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는 아이슬란드의 대표어종인 ‘대
구(Cod)’의 100% 활용을 위해 전통어업과 수산가공 첨단기
술의 연계, 창업가와 투자자의 연계, 그리고 산업 간 연계를
위한 지식·산업·사람의 공유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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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Cluster House는 해양수산 관련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홍보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공동 작업
공간으로 협업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
∙ 해양클러스터 내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가공과 생명공학 관련
30여 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1억
3,4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17% 성장
그림 3.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해양클러스터의 주요 기능과 창업기업

<해양클러스터 내 창업기업>
자료: www.sjavarklasinn.is/en/the-idea-behind-the-cluster-house(검색일: 2018. 9. 7)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경쟁력, 지역별 격차 심화
 연안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1)에 거주, 경제규모, 재정역량, 해양
산업 등 격차 심화
- 인구규모에 따른 연안 도시2) 규모 분포를 보면, 인구 100만 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녹지지역)을 말함.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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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4개 지역에 불과
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나 인구의 21.3%
를 차지함.
- 최근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에서는 인구 100
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 0.05%p로 정체되
었으나, 인구 30만~50만 명의 도시는 1.78%p, 인구 50
만~100만 명의 도시는 1.36%p로 증가추세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 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고, 인천·경기·충남 등 서해안권 도시지역 인구는 증가하
고, 부산,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남·동해안권 도시지역 인
구감소 추세
표 2. 연안·해양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와 인구현황(2017년)
구분

인구규모

도시수

인구비중(%)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증가율(%P)

광역도시

100만 명 이상

4

50.8

0.05

50만~100만 명

3

11.1

1.36

30만~50만 명

3

8.1

1.78

중도시

10만~30만 명

17

21.3

1.05

소도시

5만~10만 명

16

6.2

-0.58

대도시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http://kosis.kr/, 검색일: 2018. 8. 21)

-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광역도시인 부산
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에서 전체 44%, 인구 10만~30만 규
모의 17개 도시에서 26%를 차지
- 1인당 지방세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보다는 인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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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0만 명과 30만~50만 명의 중소도시에 더 많았음. 재정
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대도시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나, 문제는
재정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임.
표 3. 전국·연안 도시 규모별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역량 현황

연안
인구규모

구분

지역내총생산
(2015년)

1인당 지방세
(2015년, 천 원)

재정자립도
(2018년, %)

전국

1,565.2

838.8

53.4

연안

586.9

1,056.3

27.2

100만 명 이상

259.5

1,305.4

58.5

50만~100만 명

86.4

1,640.3

52.3

30만~50만 명

44.8

1,451.8

47.3

10만~30만 명

150.9

1,195.0

31.4

5만~10만 명

34.8

934.3

1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http://kosis.kr/, 검색일: 2018. 8. 21)

- 연안·해양 도시는 제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보였고, 산업다
양도 지수도 전국 수준보다 낮았음.
- 2015년 기준, 연안 제조업의 특화지수는 1.41로 연안지역의
제조업은 특화된 반면, 전 산업의 다양성 지수는 7.9에 불과
- 연안지역의 단일 산업구조에 관한 강한 의존도는 제조업의 위
기가 지역의 경제위기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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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국·연안 도시 규모별 산업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2015년)
전 사업체

연안
인구
규모
(명)

제조업

구분

종사자수
(천 명)

다양도
(DI)

종사자수
(천 명)

비중(%)

전국

20,889.3

10.1

4,042.9

19.4

연안

6,787.1
(32.5%)

7.9

1,847.2
(45.7%)

27.2

1.41

100만 명 이상

3,315,510

8.8

780,290

23.5

1.22

50만~100만 명

903,613

4.9

374,250

41.4

2.14

30만~50만 명

585,479

6.8

181,113

30.9

1.60

10만~30만 명

1,470,029

7.3

428,920

29.2

1.51

5만~10만 명

377,781

9.9

69,105

18.3

0.95

특화지수
(LQ)

자료: 통계청, 2015년 전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작성

- 해양산업 사업체는 2016년 기준 17,854개로, 이중 부산·울산·
경남에 약 54%, 인천·경기에 22.9%가 분포해 있어, 해양산업
의 지역 간 격차를 보였음
- 수산업의 전 사업체수는 125,283개로, 수산물 생산업 45,205
개소로 36.5%를 차지하고, 수산물 유통업은 40,034개로 31%
를 차지.3) 수산업 매출액은 65조 8,963억 원으로 추정하였는
데, 이중 수산업 유통업은 44%, 수산업 생산업 16.6%, 수산물
가공업 16.4%를 차지4)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2017 ocean economy」, p. 40.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2017 ocean economy」,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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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양산업 사업체와 지역별 분포

요
약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ocean economy」, 2018, pp. 27~28을 활용해 작성

 국내 해양도시 1·2차 산업에 의존, 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정
책 필요
-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은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자산(asset)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발전역량이라 할
수 있음.
-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분석을 위해, 인구 규모와 해운·항
만, 어업·수산, 해양관광, 해양수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인프라 등이 갖춰 있는 14개 도시를 비교·분석
∙ 어업·수산 부문에서는 부산시, 여수시, 강릉시, 보령시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였고, 특히 부산시는 수산가
공생산부문에 압도적 우위를 보임.
∙ 해운·항만 부문 중 수송운송은 부산시, 목포시, 여수시, 인천
시 등이 상대적 경쟁력이 높았고, 선박·보트건조 부문은 거제
시, 울산시, 군산시, 창원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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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레저 부문5) 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부산시, 보
령시, 강릉시 등이었고, 숙박·음식점업이 특화된 곳은 제주
시, 강릉시, 보령시, 목포시 등이었음.
∙ 해양환경·생태 부문 중 육지부자연해안선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릉시, 제주시, 거제시 등인 반면, 당진시 8.8%, 화성시
20.2%, 목포시 21.8%, 인천시 28.9%에 불과. 군산시와 거
제시는 하계철 해역수질지수가 Ⅳ등급으로 안 좋은 상태였음.
∙ 도시 발전잠재력 부문은 5년간(2010~2015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5년간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가율,
산업 다양도 지수, 제조업 특화지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특화지수로 알아본 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와 화성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추세를
보인 지역은 당진시, 울산시, 인천시 등임. 지역혁신을 주도
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지수는 화성시와 거제
시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수준임.
- 국내 주요 해양도시는 수산생산·가공업, 해운·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했고, 최근 해양수산의 고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 경쟁력의 진단결과, 해양수산 인프라와 국가정책 수요
가 부산시와 인천시 등 대도시에 집중해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 불균형 발전이 전개되고 있었음.
- 주요 중소도시의 해양수산정책과 사업은 종합적 지역발전체계
에 따라 수립·이행하기보다는 단편적·부문적으로 진행됨에 따
라 도시(장소) 중심의 해양수산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

5) 해양관광·레저의 통계가 미흡하여 해양관광·레저의 지역경쟁력을 진단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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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요약
구분

요

해양수산 경쟁력

 인천항, 도서 연안항 등 입지로 수송운송업과 창고·운송지원서비스업의 발달
 해양역사문화자산(인천항(1883년 개항) 주변의 근대역사자산, 팔미도 등
대 등)과 도서·마리나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잠재력 보유
인천시
 서해 5도 등 물범서식지, 갯벌 등 높은 해양 생태적 가치 보유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업다양도와 제조업 발달
 해양문명도시 조성, 인천신항 개발, 인천 내항 재생사업 추진
 전곡항, 제부항 등 경기만 마리나 추진 및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건립
 국화도, 백미리 등 도서·어촌관광 발달
 지역내총생산, 생산가능인구 등의 지속적 증가와 제조업/전문·과학 및 기
화성시
술서비스업 특화로 제조혁신 가능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과 SRT 개통 등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서해안 및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추진
 당진항 입지 등으로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수산·해양관광 등에서 상대적 낮은 우위, 최근 왜목 마리나 등 해양관광 인
프라 조성 등 추진
당진시
 지역내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증가
 당진항과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 집적
 당진항의 환경해 물류거점 조성 계획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양식 조성
 수산물가공·저장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 발달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와 2022 보령 해양머드 엑스포 유치
보령시
 지역내총생산 증가
 원산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다목적 보령신항만 추진, 보령호 해수 유통 추진
 선박 및 보트건조업이 발전되었으나, 군산조선소 폐쇄 후 지역경제 크게 위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군산시 추진
 군산내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양근대문화역사 관광 기반 마련
 낮은 자연해안 비율과 해역수질 Ⅳ등급 → 금강하구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가인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수산물가공·저장업 발달
 목포항과 도서 이동을 위한 여객터미널 입지로 수송운송업 특화
 중소규모의 선박수리단지 조성
목포시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
원센터 조성, 목포 대양산단 내 해조류 특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계획
 목포남항과 원도심 주변 근대문화유산, 삼학도 등 해양관광자원 분포 등
 요트 마리나 조성과 해양레포츠 센터, 목포 크루즈항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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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높은 수산경쟁력 보유 및 수송운송업,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해양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여수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 복합관광지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휴양도시 추진
 아름다운 해안·섬 경관, 생태환경 우수
 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및 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
 수송운송업 발달
제주시  해녀문화를 활용한 세계 해녀메카 조성
 넓은 자연해안과 녹지 보유 등 높은 해안 자연성 보유
 지역내총생산·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업 다양도 지수
 수산물가공생산액은 낮으나 수산물 가공·저장업은 발달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쇠퇴 → 경남 중심의 친환경 LNG 신산업지도 구축과
창원시 관련산업 육성
 부산항 신항(진해구),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압도적 우위, 조선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타격
거제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외도 등 해양관광자원 보유 및 수산가공업 발달
 동북아 해양수도 기반 조성
 어업·수산업, 수산업가공·저장업 발달 → 수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해양식품 산업 중심도시 조성
부산시  항만 등 입지로 수상운송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등 특화
 세계적 해양관광지와 해수욕 이용객 최다 →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
 해양혁신클러스터, 해양법률·금융 등 기반구축 등 해양혁신기반 조성 →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선박 및 보트건조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발달
 액체화물처리 전국 1위
 고래특구 등 지역특화 해양생태관광 추진 → 방어진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울산시
조성사업 추진
 제조업과 조선업 특화 (조선업 위기로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 부유식 해
상풍력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
 수산물 가공·저장업 발달
 포항항, 동빈내항, 포항운하 등 수송운송업 발달
포항시  해양 ICT 플랫폼 조성을 위한 포항항 구항 재생사업 추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지역내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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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수산물 가공·저장업 크게 발달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운영 → 해양바이오산업 육
성 인프라 구축
강릉시
 경강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 용이
 속초, 양양 등 주변 도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 분포 →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과 정동 해안사구 랜드마크 조성 추진
자료: 해당 지자체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해양수산 산업·인재·지식·문화 등이 집적된 신 해양도시 조성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 자원·산업과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연계한 해양경제 기반의 국가·지역의 새로운 혁신발전모델
- 신 해양도시는 해양의 경제·사회문화·생태와 안전의 가치를 종
합적으로 담은 공간으로, 해양경제의 혁신 플랫폼, 해양도시문
화 거점과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정주도시로 조성 필요
- 신 해양도시 조성을 통해 해양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
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국
가경쟁력을 상호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신 해양도시는 해양경제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지역혁신성장의 플랫
폼 구축, 도시민의 안전성과 쾌적성 보장을 위해 필요
- 신 해양도시는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해양수산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해양수산혁신플랫폼,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정주도시 조
성을 위해 필요
- 해양도시를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
시의 전통적 해양경제 부문인 해운·조선업·항만·수산·해양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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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 해양에
너지, 해양첨단장비 등 해양과학과 연계한 해양신산업과 해양금
융·법률서비스, 해양관광서비스 등 해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
해 가능
-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도시의 고유기능과 지역연
고산업과 연계한 신 해양도시가 동·서·남해안권역별로 조성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의 지역혁신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 지역의 해양수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규모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서로 연계하여 협력
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 해양도시는 바다의 친수성·안전성·쾌적성과 도시의 역동성·
다양성·장소성 등이 조화되어야 함. 고도성장기에 단절된 바다
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해안경관의 심미성, 사회적 포용성,
회복탄력성, 도시민의 활력이 넘치는 신 해양도시로 발전해야 함.
표 6.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제조업·항만·수산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첨단장비, 해양법률·금융 등 해양
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서비스산업으로 해양경제 구조재편
 해양경제 혁신체계 도입을 통한 해양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창출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전략

해양수산
지역혁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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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업의 신산업화
 지역연고산업과 연계한 해양수산 발전전략 추진
 해양수산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해양도시 조성 필요
 해운·항만·수산·해양관광·해양생태 등 지역 기반의 통합 해양수산
혁신플랫폼 구축 필요
 지역특화의 중소규모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과 클러스터 간 연계
시너지 창출
 항만·어항 등 유휴부지·시설 등을 활용한 해양수산 혁신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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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안전하고
 바다의 친수성·안전성·쾌적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장소성의
쾌적한
조화
해양 정주도시  공간적·생태적 연결성, 회복탄력성, 해안 경관의 심미성, 환경적 지
조성
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성, 도시민의 활력 등 관광·여가활동 증진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지역 맞춤형 신 해양도시 발전과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연
계 추진
- 도시별 해양경제 규모와 발전 잠재역량 수준 등을 고려해 ‘스마
트 신 해양도시’, ‘거점형 신 해양도시’, ‘성장형 신 해양도시’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신 해양도시 발전전략 마련
∙ ‘스마트 신 해양도시’는 부산시·인천시·울산시·창원시와 같이
세계 해양도시와 협력·교류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제의
중추도시로 육성 가능한 도시로, 해양수산 혁신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 구축 가능
∙ ‘거점형 신 해양도시’는 화성시, 보령시, 목포시, 여수시, 강
릉시, 제주시 등과 같이 지방의 중추도시로서, 해양수산·도시
산업을 연계한 경제구조 재편과 지역특화 해양혁신생태계 구
축, 해양전통산업의 신산업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 경쟁력을
키우고, 거점형 도시 간 ‘강소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발전을 추구
∙ ‘성장형 신 해양도시’는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도시로 인
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인구
가 더 줄지 않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조
성되어야 하며, 전통적 해양수산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경제 활동을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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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 해양도시체계 구축과 유형별 전략 마련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신 해양도시가 해양경제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
마트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 해양도시의 네트워크를 구
축해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인재·기업을 유입할 수 있도록 다
양한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
∙ 신 해양도시가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6)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해양도시가 보유한 해양수산 특화산업을 지역 기반산업과 해
양수산 R&D, 지식·비즈니스 생태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해양
수산 비즈니스모델과 창업기회를 만들어 신제품개발 등을 통
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

6) 김선배 외(2016, pp. 79~80)에 따르면,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는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
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도모를 정책목표로 하고, 스마트는 지역경제 및 산업여건과 혁신역량
그리고 지역발전전략에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혁신생태계는 일정 지역을 적
정 단위로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효율적 혁신생태계를
의미”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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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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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연안·해양계획과 도시계획을 결합하여 효율적 토지·해역이용체
계를 마련하고, 생태적·문화적으로 단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 정주도시 조성 추진
∙ 해양과 도시공간의 기능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효율적 공간
과 산업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토론토 시는
항만토지이용체계(port lands planning framework)7)를 수
립해 항만도시 경제발전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
만 토지복합이용체계 마련
∙ 신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
는 해변(seafront) 공간의 조성이 중요함. 해변 공간은 도시
민과 바다를 연결해 주는 매개공간인 동시에 해양문화·여가·
관광·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
7) 토론토의 항만토지 이용체계는 업무·상업·주거지구 등 복합용도체계를 적용하고, 항만 인접
지에 항만지원 산업지구와 해상운송지구를 지정함. 항만과 업무·상업·주거지구 사이에 미디
어·디자인·가구단지 등을 조성해 항만과 주거지역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며, 해안 산책로와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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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큰 역할을 함(독일 하펜시티, 스페인 빌바오, 덴마크
코펜하겐8) 등 사례 참조)
∙ 신 해양도시는 연안 서식지의 복원과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해안에 들어선 항만·어항·산업단
지·택지 등의 개발로 훼손된 습지와 매립·제방 등에 의해 단
절된 갯벌 등에 대한 복원사업이 우선 추진
그림 7. 토론토 항만토지계획 체계

자료: Toronto, port lands planning framework, p. 96. 2017.

8) 덴마크 코펜하겐 등은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해변 공간에 미술관, 박물관, 해안공원 등
랜드마크적 관광·문화시설 등을 만들어 산업도시에서 세계적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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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산업과 연안·해양공간 발전체계를 결합한 신 해양도시 조
성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신 해양도시 체계를 구축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신 해양도시 조성·육성을 위한 지역정책
수립 추진
- 해양도시가 가진 해양수산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한 해양도시계획 체계 필요
∙ 부산, 인천 등 광역도시는 해양클러스터와 항만, 수산생산·가
공, 해양관광·레저 등 지역 고유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세계 해양허브도시로 나가기 위한 전략 마련
∙ 군산, 목포, 거제 등 지역쇠퇴가 진행 중인 도시는 해양수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항만·도시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도시재생뉴딜과 항만재개발, 어촌재생뉴딜 300과 연계하여 노
후·항만과 어항내 창업공간과 복합문화공간, 지역상권 재생 등
을 통해 해양도시 재생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이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네트워
크 국토공간 전략에 글로벌 해양도시권과 메가 해양도시권 전
략을 포함하고, 동·서·남해안에 위치한 남북한 해양도시 네트워
크 구축하여 남북 해양도시 간 교류 우선 추진 필요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9년 수립예정)에 권역별 해양
거점도시와 해양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 제
시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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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신 해양도시 조성방향(안)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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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세계 GDP의 80%를 생산
한다.1) 도시의 인구·경제 집중은 도시가 세계·국가적 차원에서 경
제·정치·문화 권력과 자본의 핵심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세계 국
가·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국가경쟁력보다 도시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도시는 세계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
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림 1-1>을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70~80%는
바다에 접해 있고 바다를 통해 성장해 왔다. 이들 다수의 해양도시는

1)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2018-revision-ofworld-urbanization-prospects.html(검색일: 2018. 9. 3).

1

과거 항만도시에서 해양경제 기반의 도시2)로 전략적으로 진화해 해
양의 집적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해양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1> 세계 도시인구 분포(1950~2030)

자료: https://citygeographics.org/tag/global-cities/(검색일: 2018. 9. 3)

유럽위원회의 해사·수산국은 2018년에 발표한 EU 해양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해양경제 규모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16년 기준 매출액은 5,660억 유로로 2009년에 비해
7.2% 증가하였고, 부가가치는 1,740억 유로로 9.7% 증가하였다고 발
표했다.3) 유럽의 해양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도시는 네덜란드의 로테
르담, 독일의 하펜시티, 덴마크의 코펜하겐, 노르웨이의 오슬로, 영국
의 포츠머스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영국
2) 유럽은 로테르담(네덜란드), 함부르크(독일), 마르세유(프랑스), 코펜하겐(덴마크), 오슬로(노르웨
이) 등이 해당하고, 일본은 동경, 요코하마, 고베 등, 중국은 청도, 해남, 하문, 닝보 등이 해당함.
3)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uropean Commission(2018), The 2018 annual
economic report on EU Blue Economy,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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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라이튼과 헐 등 중소도시 등도 포함된다. OECD의 ‘세계 항만도
시의 경쟁력(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cities, 2014, p.
112)’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들 도시는 과거 제조업 기반의 항만도시
에서 해양클러스터 구축, 수변공간의 재생, 해양 신산업, 해양관광·
여가 등과 결합한 장소의 다양성 등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유럽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전환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7년 기
준 해양 GDP가 7조 7,611억 위안으로 국가 GDP의 9.4%를 차지, 전
년 대비 8.5% 증가할 정도로 해양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4) 특히 중국은 ‘13·5 해양경제발전규획’에서 3대 해양경제권을
마련해 해양 경제공간의 확장과 신(新) 해양발전체계를 수립해 이행
하고 있다.5) 본 규획에 따르면, 북부해양경제권에 포함된 산둥성은
해양과학기술·해양산업·경제의 핵심지역이자 해양생태문명의 시범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장쑤성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교차지
역으로 유라시아 대륙·해양경제회랑의 전략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
히고 있다.6)
현재 바다를 끼고 있는 유럽, 중국 등에서는 자국 해양도시의 발전
역량과 해양자원·공간 활용역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계한 해양의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국가·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
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산·울산·인천 등 바다에 접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다. 부산·울산·인천 등은 항만
도시로 불리며, 항만, 산업단지, 도로·주거단지 등 대규모 지역개발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신산업동향』 2018년 5월호, 2018, p. 2에서 재인용 .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슈포커스: ‘13·5’ 시기 해양경제발전 추진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KMI 중국리포트 제17-12호』, 2017, pp. 4~5에서 재인용.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슈포커스: ‘13·5’ 시기 해양경제발전 추진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KMI 중국리포트 제17-12호』, 2017, p.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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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항만도
시는 해양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국토개발을 위한 보조
적·대체적 공간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 국토개발의 가치가 우선했
던 압축성장기에 도시의 바다는 신규 토지공급처로 사용되었는데,
바다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석유화학·금속제철·목재가공 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산업지원을 위한 항만건설이 진행되고, 그
배후지역에는 주택단지가 함께 조성되었다.7) 한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자동차·제조업·해운조선업의 쇠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
령화 진행, 산업·항만공간의 노후·유휴화 가속화 등으로 현재 항만도
시는 그 도시경쟁력을 점차 잃어감에 따라 도시쇠퇴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전통적 수산경제에 기반을 둔 어촌은 수산자원의 고갈
과 초고령사회 정착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노후·쇠퇴 항만도시와 수산·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
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8)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연안·해양에 입
지한 도시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존 국토·산업 중심적·부문별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부가가치와 일
자리 확대, 해양의 생태적·문화적·공공적 가치 등이 살아있는 신 해
양도시 조성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만·수산·관광
등 해양수산의 산업적·기능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해양수
산 공간·자원의 종합적 활용과 지역발전역량이 응축된 새로운 해양
경제발전에 기반을 둔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
7) 최지연 외,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1에서 재인용.
8)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
함(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18-40(통권 815호),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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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해양공간과 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
지, 해양수산업, 해양수산 인력, 해양레저·관광, 해양수산 금융·법률
서비스,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등 해양수산 관련 모든 생산과 서비
스가 고도로 집적된 신 해양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등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 공간·자원의 종합적 활용과
지역발전 역량이 응축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진단과 기본방향 제시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신 해양도시’는 해양경제 기반의 국가·지역혁신 모델로, 지역 고
유의 해양수산자원과 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지식과
기술·서비스 등을 집적해 해양수산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와 해양수산 기반의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해양
수산의 신 지역발전체계이다.9)
연구의 범위는 세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해양도시의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해양경제와 국가해양력,
도시·항만도시의 경쟁력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국외 주요
해양도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해양도시로 나가기
9) 신 해양도시에 관한 개념은 제4장에서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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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내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국내 해양도시의 여건
과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을 비교해 보았다. 국내 해양경제 규
모, 주요 도시의 해양발전 역량 등을 정량 분석하고, 국내 도시정책
과 해양수산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
력 분석은 해운·항만·수산·해양관광 산업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지
역 혁신역량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해양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해양·도시정책의 대내
외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 해양도시의 개념과 추진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OECD의 ‘2030 해양경제(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와 ‘세계 항만도시의 경쟁력(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cities, 2014)’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
고, 도시·지역경쟁력 평가와 세계 주요 해양도시 사례 등과 관련된
문헌과 웹사이트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내 해양
경제 현황과 주요 도시의 해양발전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해양산업
통계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남연구원과의 공동연구10)를 통해 서해안권의 특성에
맞는 신 해양도시의 조성 여건 등을 기초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10) 충남연구원에서는 전략연구로 ‘충남 신 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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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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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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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와 도시경쟁력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

제1절 국내외 해양경제 규모와 전망
1. 세계 해양경제 규모와 전망
해양경제(ocean economy)는 해양 기반의 산업·자산·재화·서비스
와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총합이다.11) OECD(2016, p.
22)는 해양경제를 해양기반산업과 해양생태계가 서로 연관된 개념으
로 정의했다. 해양기반산업은 전통 해양산업12)과 신산업13)으로 구분
하고, 해양생태계는 비시장 재화·서비스와 자연자본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해양경제는 해양기반산업과 해양생태계는 상호 연관된 개념
으로 해양생태계는 해양기반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해양기반산
업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11)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p. 22.
12) 전통해양산업: 해운, 조선, 해양장비, 수산업, 수산가공업, 해양관광, 석유·가스탐사, 항만, 준설 등.
13) 해양신산업: 해상풍력·조력 등 해양에너지, 해저자원 개발, 해양바이오, 해양레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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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양경제의 개념

자료: OECD(2016), p. 22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세계자연기금(WWF, 2015, p.14)은
해양에서 직접 생산되는 자산가치(식량공급, CO₂ 흡수, 해양관광, 해
안보호, 해상무역·운송 등)를 최소 24조 달러로 평가하였다.14) 해양
총생산(Gross Marine Product)은 2.5조 달러로 국가별 GDP 순위와
비교해 보면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GDP보다 1.1조 달러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림 2-2> 해양의 자산가치와 GDP 비교

자료: WWF(2015), Reviving the Ocean Economy, p. 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4) 해양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Hoegh-Guldberg 박사에 따르면((WWF, 2015, p. 12), 해양 자산가
치는 해양에서 직접 생산되는 자산, 해양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역 및 운송, 기타 간접적 혜택의
평균값을 합한 수치로 정의하고, 본 자산가치는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밝힘. 즉, 해상풍력
에너지, 석유·가스 등은 온전히 바다에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번 가치평가에서는 제외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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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6, p. 24)는 2010년 해양산업의 세계 부가가치가 1.5조
달러에 달하며 2030년에는 그 2배인 3조 달러로, 전 세계 부가가치
의 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산업의 일자리도 2010년
3,100만 개에서 2030년에 4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030
년에 다양한 해양산업 중에는 오일·가스탐사산업, 항만산업, 해양관
광, 해상풍력산업 등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상호연결된 산업
클러스터로서 해양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산
업 간의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해양클러스터 조성과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혁신 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미국, 중국 등에서도 해양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 성
장동력을 해양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경제 규모15)는 2015년 기준, 부가가치 3,201억 달러, 고용 317
만 명으로 전체 2.2%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2017년 해양경제 총생산
액은 7조 7,611위안으로, 2007년부터 이후 연평균 12%씩 증가하였
고, 국내총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해양경제 총
생산을 국가 GDP의 14% 달성목표를 갖고 있다.16)

15) National ocean economic program(http://www.oceaneconomics.org/, 검색일: 2018.
9. 3)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2017 Ocean Economy」, p. 49에서 재인용.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중국리포트, 제18-12호, 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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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ECD 해양경제의 규모

자료: OECD(2016), pp. 30~3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국내 해양경제 규모와 해양력 평가
1) 국내 해양경제 규모
(1) 해양산업의 규모
우리나라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은 2014년 기준 86.8조 원으로 전
산업의 6.4%를 차지하고, 산출액 기준으로 약 155.2조 원으로 전 산
업의 4.4%를 차지하고 있다.17)
해양수산 산업 부가가치액 중 조선업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산업 13.5%, 해운항만물류업 12.5%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이 크게 쇠퇴함에 따라 조선산업의 집적
17) KIMST,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2016을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1~2020)」, 2017, p.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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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경남, 울산, 부산, 전남, 전북 등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18)19)
<표 2-1> 2014년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와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부가가치

국내산업 전체
해양수산 산업 전체

해양수산 산업 내 비중

13,548,553억 원
868,510억 원(6.4%)

수산업

116,938

13.5

해양자원개발업

5,951

0.7

해양건설업

41,958

4.8

해운항만물류업

108,826

12.5

해양수산기기·장비제조업

63,255

7.3

조선업

321,778

37.1

해양수산서비스업

76,464

8.8

해양수산공공활동

60,306

6.9

해양레저관광업

58,465

6.7

해양환경업

14,56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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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MST,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2016을 KMI(2017), p. 49에서 재인용

국내 해양산업의 사업체20)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17,854개로, 해운항만업 40.7%,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업 27.9%,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53.9%를 차지하고 경인권 22.9%를 차지하는
등 해양산업 사업체의 75%가 부·울·경과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18) 2008년 이후 선가는 평균 33% 감소와 함께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조선산업의 급격한
쇠퇴 현상이 나타났고, 2017년 이후에 회복 중이기는 하나 여전히 발주량 부족 (관계부처 합동, 「조
선산업 발전전략」, 2018, p. 7).
19)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인 군산, 목포, 영암, 해남,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20) 해양수산부(2016),「해양산업통계조사」를 분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ocean economy」,
pp. 26~39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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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양산업의 사업체와 사업체 지역별 분포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도?), 「2017 ocean economy」, pp. 27~28을 활용해 저자 작성.

수산업의 전 사업체수는 125,283개로, 수산물 생산업 45,205개소
로 36.5%를 차지하고, 수산물 유통업은 40,034개로 31%를 차지하고
있었다.21) 수산업 매출액은 65조 8,963억 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중 수산업 유통업은 44%, 수산업 생산업 16.6%, 수산물 가공업
16.4%를 차지하였다.22)

(2)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얻는 직·간접적 이익(Costanza
et al., 1997, p. 253)’으로,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서식지·부양서
비스, 문화서비스로 분류된다.23)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평가목적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2017 ocean economy」, p. 40.
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2017 ocean economy」, p. 42.
23) 생태계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최지연 외 연구(2013, pp. 1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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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가치와 비시장 가치를 가격으로 환원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미래세대와 그
가치를 공유하고 합리적 정책 결정을 지원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
함이다(최지연 외, 2013, pp. 19~20). 최지연 외(2013, p. 116) 연구
에서는 국내 연안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를 종
합한 결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40
조 4,600억∼42조 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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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자료: 최지연 외(2013), p. 116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2) 우리나라 해양력 평가
국가 해양력24)은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컨설팅사인 ADL
(Arthur D. Little)에 의뢰해 세계에서 최초로 평가했다.25) 국가 해양
력(ocean power)은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자원의 활용과 보호, 가
24) 해양력이란 용어는 1889년 알프레드 마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양
력은 해군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 종합적인 해양경제역량 개념으로
인식.
25)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미래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하면서 국가해양력 지수개념을 도입해 우리
나라를 포함한 40개국의 해양력을 비교·평가하였음(해양수산부·ADL, 2006, p. 29).

15

치창출 ‘역량’으로 정의된다(해양수산부·ADL, 2006, p. 35). 국가해
양력의 범위는 해양산업, 해양환경, 해양안전 및 해양과학기술, 5개
부문 11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국가 해양력의 개념

자료: 해양수산부·ADL(2006), p. 34와 p.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6년에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 해양력은 40개 국가 중 12위로
해운, 항만, 조선 등 산업부문에 의해 해양력을 견인하였고, 해양과
학기술, 해양관광과 해양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책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은 2006년 국가 해양력 평가를 2016년에 다시 실시하였다. 10년간
의 다양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13개 분야별로 해양력을 분석한 결
과 세계 10위권 해양국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해양수산부,
2017, pp. 51~5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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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가 해양력 평가 결과

자료: 해양수산부·ADL(2006), p. 4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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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도시 경쟁력의 이론적 검토와 주요 사례
1. 해양도시의 경쟁력
1) 항만도시에서 해양도시로 진화
도시는 세계·국가 정치경제 구조와 시대 가치, 인구·사회·산업구
조의 변화, 과학기술발전 등을 통해 진화해 왔다. 도시는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도시의 가치와 기능이 변화했다.
항만도시는 원래 수산업 기반의 어촌 해안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제국주의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원과 물자 수
출입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발전하여 배후지에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 도시화(port urbanization)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항만도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본격적 세계경쟁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국 항
만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히 물류 중심이 아닌 조선·해운 서비스업,
해양관광업, 해양 장비·기기제조업 등과 연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
졌다.
17

<그림 2-8> 해양도시의 진화 프로세스

자료: Lee, S.W. and César Ducruet, "Spatial glocalization in Asia-Pacific hub port cities: A
comparison of Hong Kong and Singapore," 2009, p. 166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000년대 이후 해양경제의 중요성 부각, 세계 조선업의 침체, 스마
트 전문화,26) 항만·해운의 지역혁신체계, 환경규제 강화 등에 적응하
기 위해 도시 내 해양혁신공간인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클러
스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광역 해양경제권을 조성해 가고 있다.

2)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1) 도시경쟁력의 개념
도시경쟁력은 1990년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간 경쟁이 심화
되자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성장관리의 핵심의제로 등장하
였다. 도시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도시의 일자리, 소득, 문
화·여가시설, 사회적 결속력, 좋은 거버넌스와 환경의 경쟁력을 말한
다.27) 유럽위원회(EC)(2016, p. 2)는 지역경쟁력을 ‘지역과 지역주민
26)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혁신역량에 기반한 경쟁우위의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수평적·다각적 차원의 지역혁신체계를 의미(김선배 외, 2016, p. 68).
27) GUCP,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Project, http://www.gucp-us.org/we-are/ (검
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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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고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
의 역량’으로 정의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28)에서는 도시경쟁력을
‘세계의 인력·기업·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의 힘(power)’으로
정의하였다.
<표 2-2> 도시경쟁력의 개념
구분

주요 내용

GUCP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도시의 일자리, 소득, 문화·여가시설, 사회적
결속력, 좋은 거버넌스와 환경의 경쟁력

유럽위원회

 지역과 지역주민이 살고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을 제공하는 지역의 역량

Mori 기념재단

 세계 인력, 기업,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의 힘

자료: GUCP,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Project, http://www.gucp-us.org/we-are/
(검색일: 2018. 9. 5); EC, European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2016, p. 2;
http://mori-m-foundation.or.jp/english /ius2/gpci2/index.shtml(검색일: 2018. 9. 5)

도시경쟁력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역량뿐만 아니라
인재와 기업유치를 유도할 힘, 지역의 지속가능 환경과 매력성 등 경
제·문화·환경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2)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
시경쟁력 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Institute for Urban Strategies)
에서는 2008년부터 글로벌파워시티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파워시티지수는 경제력, 연구개발(R&D),
문화적 상호작용(cultural Interaction), 거주 적합성(Livability), 환경,
28) http://mori-m-foundation.or.jp/english/ius2/gpci2/index.shtml(검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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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 등 6개 부문을 평가한다. 2017년 보고서를 발표
한 후 모리기념재단 이사는 세계 도시는 우수한 기업환경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 다양한 문화·상업시설, 쾌적한 교
통과 자연환경 등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29)

<그림 2-9> Global Power City Index 2017

자료: The Mori Memorial Foundation(2017), pp. 1~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A.T.Kearney는 128개 도시를 분석하여 도
시경쟁력을 평가했다.30) 도시경쟁력은 현재 세계도시의 주도성과 미
래전망을 구분해 평가했는데, 현재 세계도시의 주도성은 비즈니스
활동, 인적 자본, 정보교환, 문화경험, 정치참여로, 미래전망은 개인
행복(personal wellbeing), 경제, 혁신, 거버넌스로 구분해 평가했
다.31)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의 성장역량 촉진을 위해 창업 혁신생태
계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민간 투자를
늘리고 사업 경쟁력과 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도시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
29) http://news.yeogie.com/entry/229442?locPos=25Q&(검색일: 2018. 9. 5).
30) ATKearney, Global Cities 2017: Leaders in a world of disruptive innovation, 2017. p. 1.
31) ATKearney, Global Cities 2017: Leaders in a world of disruptive innovation, 2017.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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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혁신 파트너와 인재유입, 고품질의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비즈니
스 창출 등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32)
PwC의 ‘Cities of Opportunity 7’은 30개 도시경쟁력을 ‘지적자본
과 혁신’, ‘과학기술의 준비여건’, ‘관문도시’, ‘교통과 인프라’, ‘건강·
안전·보안’, ‘지속가능성과 자연환경’, ‘인구와 적주 적합성’, ‘경제적
영향력’, ‘비즈니스 활동의 용이성’, ‘비용’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보고서이다. ‘기회의 도시’ 연구를 진행해 온 밥 모리츠 회장은 ‘도시
는 지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엔진’으로 평가하고 ‘도시의 좋은 삶’
은 단순히 안락하고 화려한 도시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잘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
한다고 보았다.33)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새로운 질병 등이 도시
위험을 유발하는 중요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도시일
수록 회복력 높은 도시라고 평가하였다.34)
모리기념재단의 ‘글로벌파워시티지수’, A.T.Kearney의 ‘세계도시
평가’, PwC의 ‘기회의 도시’를 평가한 지표를 종합해 보면, 도시경쟁
력은 ‘지역·국가·세계경제 성장역량’, ‘혁신성장의 기반조성’, ‘기업
활동의 용이성’, ‘친환경적 거주환경’, ‘교통의 편의성’ 등으로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경쟁력은 단순히 경제역량에 좌우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쾌적한 자연환경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결될 때 그 경쟁력이 증
진된다고 판단된다.

32) ATKearney, Global Cities 2017: Leaders in a world of disruptive innovation, 2017. p. 5
33)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cities2016_the-living-city.html
(검색일: 2018. 9. 5)
34)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cities2016_the-living-city.html
(검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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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 도시경쟁력 지수의 종합
구분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
(GPCI)

글로벌
도시지수
(GCI)

기회의
도시지수

주요지표
 1인당 GDP와 성장률, 세계 300대 기업 수, 소득,
경제
기업 위험지수, 사업체종사자 수 등
 연구자 수, 대학 수, 특허등록 수, 연구개발비, 학술적
연구개발
성과 등
 국제행사수, 창의활동 환경, 박물관 등, 유네스코
문화교류
세계유산 등
 노동환경, 주택임대료, 재해대응력, 기대수명,
거주환경
인구밀도 등
 ISO14001 기업, 재생에너지비율, 대기 및 수질,
생태·자연환경
녹지, 등
접근용이성
 여객 및 화물 인프라, 공공교통, 교통사고 등
 Fortune 500, 세계서비스기업, 자본시장,
비즈니스활동
항만·해양교통, ICCA 회의
경
인적자원
 외국인 수, 대학, 국제학생 수, 국제대학
쟁
정보교류
 국제간행물 수, 지역신문, 인터넷 사용자 수 등
력
문화적 체험  관광객 수, 공연예술, 스포츠행사, 자매도시 등
정치참여
 싱크탱크, 국제기구, 정치 컨퍼런스 등
개인행복
 안정성과 보안, 건강보험 진화, 지니계수, 환경선호
잠
경제
 인프라, GDP, FDI inflow
재
혁신
 특허권, 개인투자, 대학지원 인큐베이터 등
력
거버넌스
 관료사회의 질, 기업의 용이성, 투명성
세계변화수단
 인적자본, 기술인프라, 도시관문
 교통인프라, 건강·안전·사회보장, 지속가능성,
삶의 질
자연환경, 거주편의성
경제
 경제적 영향력, 기업환경, 비용

자료: The Mori Memorial Foundation(2017), pp. 6~7; ATKearney(2017), pp. 4~5;
https://www.pwc.com (검색일: 2018. 9. 5)

3) 항만도시의 경쟁력
OECD는 2014년에 작성한 ‘글로벌 항만도시 경쟁력(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cities) 보고서’를 통해 항만과 도시의 연계발
전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회복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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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항만은 도시의 성장·쇠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로 항만이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
가 대규모 신항만이 조성되었고, 항만이 사라진 원도심은 낙후·쇠퇴
과정에 처해 있다. 항만쇠퇴에 따라 축소도시를 경험한 세계 많은 국
가에서는 항만과 도시를 연계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성장전략을 다양
하게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항만은 세계·국가·지역 경제성장
의 거점으로 유럽연합 경제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데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컨테이너화로 수세기 동안 발전해 온 전통
항만도시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
는 항만도시의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항만 도시경제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항만 규정 제15조(Article 15 of the Ports Regulation)’
에 ‘항만도시의 재활성화’를 명시하여 항만과 항만 배후지역을 연결
하는 사업과 섬·교외지역 등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35)
<표 2-4> 항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정책수단

연관 분야

주요수단

예시

해양클러스터

물류, 해운서비스,
선박건조·정비 등

공공지원체계 구축, 금융
인센티브, 창의인력 육성 등

싱가포르,
홍콩

산업

산업생태계,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투자

로테르담

수변공간

관광/여가, 식품, 이벤트
산업

종합계획, 사업이행,
항만활용·연계 시너지
확보전략

바르셀로나

다양성

비항만 부문
(non-port sectors)

엔터테인먼트, 관광, 문화,
생태복원 산업 등과 연계

런던, 리버풀,
보스턴

자료: OECD(2014b), p. 112

35)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 port cities and port area regeneration”,
2017,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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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4b, p. 112)는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의 지역경제효과는 올리고 부정영향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항
만이 다시 지역경제 핵심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해양 클러스터
(maritime clusters), ② 산업(industries), ③ 수변공간(waterfronts),
④ 다양성(diversification)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클러스터는 해양산업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해양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운·조선 등 전통 항만산업과 해양
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신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해양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항만 수변공간의 재생
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적이면서 긍정적 효과를 준다. 특히 과거 항
만과 산업 등에 의해 오염된 부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재생해 시민 친
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의 삶의 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도시경제
가 지역의 단일산업과 연계될 때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엔터테인먼트산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등 지역산업의
다양화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OECD는 항만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산과 특성
을 활용한 항만-도시계획·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효과적 정책수립·이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과거 제조업·중공업 등 산업지원 항만정
책에서 벗어나 해양 혁신클러스터, 수변공간 조성, 도시의 다양성,
레질리언스 등이 조합된 항만-도시연계 정책의사결정 체계가 마련·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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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항만과 도시의 정책목표 체계
구분

항만

도시

항만-도시

경제

항만 물동량과 규모

부가가치 증진과 다양성

스마트 항만전략과
해양클러스터 조성

교통

물류 중심

사람 중심

물류체계 완화와 스마트
사람 중심 교통체계 개선

노동

효율성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부가가치 항만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환경

환경영향 제한

삶의 질 증진

친환경
도시·녹지체계 구축

토지
이용

창고, 산업 등 노후·유휴 수변공간, 주거·상업공간
부지의 활용
등 복합이용

체계

산업단지 폐쇄

오픈 네트워크와 집적
순효과 증대

항만 연계 복합
토지이용체계 마련
복합

자료: OECD(2014b), p. 193

4) 세계 해운도시 평가
‘Menon Economics36)’는 2013년부터 2년마다 세계 해운도시에 관
한 해운, 금융·법률, 기술, 항만·물류, 도시 매력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47개 지표를 활용해 세계 해운도시 평가보고서인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Menon Economics(2017,
p. 9)에서는 해운도시를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된 생산·서비스·지식
등이 집적된 혁신과 전문화(specialization)의 중심지’로 정의하고, 포
터의 도시경쟁력 평가체계를 응용하여 30개 도시 37)에 대해 평가
하였다.
36) 노르웨이 경제 컨설팅 기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회계와 경쟁력 분석 등을 주로 수행.
37) 싱가포르, 동경, 오슬로, 함부르크, 상하이, 로테르담, 런던, 홍콩, 뉴욕, 두바이, 코펜하겐, 아테네,
부산, 휴스턴, 광저우, 쿠알라룸푸르, 뭄바이, 안트베르펜, 시드니, 자카르타, LA, 베르겐, 이스탄
불, 밴쿠버, 가오슝, 리우데자네이루, 리마솔, 마닐라, 파나마시티, 케이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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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세계 해운도시 평가요소 선정체계

자료: Menon Economics(2017), p.10

해운도시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세계 해
운기업의 유치와 도시 매력성이 있다. 기업은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서비스로부터 경쟁력을 얻고, 도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존재할 때
도시의 매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도시의 매력은 점차 산업의 신성
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생긴 장소(클러스터)의 역동성
은 지식공유체계, 연구개발, 교육 등에 투자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 해운도시의 평가지표체계를 보면, 해운센터, 해운금융·법률,
해양기술, 항만물류, 매력성과 경쟁력 5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해
운센터 부문에서는 해운의 규모와 가치, 본사입지 유무 등을 정량지
표로, 해운산업의 도시대표성, 본사 이전의 도시매력성 등을 전문가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해운금융·법률 부문은 해운기업에 법률과
금융서비스가 잘 제공되어 있는가 여부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는
데, 해운기업의 금융·법률 서비스의 질, 기업의 주식가치 등과 해상
중개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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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세계 해운도시 평가지표 체계
구분
해운센터

주요 지표
정량지표

 선단규모-관리, 선단규모-소유, 선단가치, 해운회사 본사,
해운기업의 시장가치

전문가평가  해운산업의 대표도시, 본사 이전과 운영에 있어 도시의 매력성
해운금융
법률

해양기술

항만물류

정량지표

전문가평가  해양금융센터의 대표성, 해상중개 서비스, 해운 전문역량
정량지표

 도시 내 조선 GCT, 해양기술인력, 해운기업 규모의 다양성

전문가평가

 해양기술센터의 대표성, IT 기업, 해양 R&D·교육도시의
대표성, 해양연구·교육기관, 해양장비 생산기업의 우수성

정량지표

 항만처리물동량, 화물처리량, 항만규모, 항만 cruise calls

전문가평가  항만·물류서비스의 대표성, 항만·물류서비스의 용이성
정량지표

매력성
경쟁력

 법률 전문성, 보험서비스 , 해운금융대출, 해운기업 지원 은행,
해운기업의 가치, 해운기업의 상장 수

전문가평가

 기업활동의 용이성, 부패인식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단위면적당 주택평균비용, 관세절차부담지수
 도시역량의 수준, 세금·보조금 등 정책, 해양산업의 정부지원,
기업간 협력, 도시와 산업 간 신뢰, 클러스터의 개방성,
연구개발, 혁신성과 기업가주의

자료: Menon Economics(2017), pp. 12~13

해양기술 부문에서는 해운기술센터의 대표성, 해양기술인력, 해양
R&D·교육 관련 도시인프라 등을 평가하였고, 항만·물류부문에서는
항만물동량 처리와 항만·물류서비스의 대표성과 용이성 등이 포함되
었다. 마지막으로 매력성과 경쟁력은 도시 내 해양기업 운영의 용이
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하였는데, 부패인식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
과 함께 해양산업의 정부지원체계, 기업간 협력, 도시와 산업 간 신
뢰구축, 클러스터의 개발성, 혁신성과 기업가주의 등을 전문가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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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세계 해운도시 평가 종합

자료: Menon Economics(2017), p. 5와 pp. 14~37 정리

평가 결과, 싱가포르는 해운, 항만·물류와 도시매력성 세 가지 부문
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해양기술 부문에서는 2위를, 금융 및 법률에서
는 4위를 차지하는 등 3회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0명의 전
문가 중 7명은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3대 해양도시로
꼽았다. 2위 함부르크, 3위 오슬로, 4위 상하이, 5위 런던 순이었다.
대륙별 대표 해양도시로, 아시아는 상하이를, 유럽은 함부르크, 오슬
로, 로테르담, 런던을, 중동·아프리카는 두바이를 선정했다.38)
Menon Economics(2017, pp. 36~37)는 세계 해운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운경제 집적 효과와 민주적 의사결정, 해양금융·법률·
법·기술의 복합운영, 해양 R&D의 지속성, 해양혁신체계, 해양 친수
성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8) Menon Economics(201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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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도시 조성의 주요 정책사례
1) 중국 산둥성의 해양강성(海洋强省) 전략39)
산둥성은 전통산업의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산업구조
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통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에 취약하다(이상훈 외,
2018, p. 20). 산둥성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성장동력의 전
환을 강조하고,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
외, 2018, p. 21). 산둥성은 2011년 블루경제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현대 해양산업체계 구축과 해양과학기술구
역, 국가 해양경제 개혁개방 선도지역, 해양 생태문명 보호 시범지역
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40)
2018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둥의 해
양우위를 활용해 해양개발 확대, 세계 일류 항만건설, 해양산업체계,
지속가능 해양생태 환경보호 등을 통해 해양강국의 비전을 달성하
자’라는 메시지에 따라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박
문진, 2018, p. 2).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은 해륙통합관리, 세계 항만·해양산업체계 구
축, 지속가능 해양생태환경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활력’, ‘조화’,
‘아름다움’, ‘개방’, ‘행복’의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39) 박문진(2018),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과 시사점」을 재정리.
40) 산둥성 해양총생산은 1조 4,8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고, 해양기관(연구소, 대학
포함) 55개, 국가급 해양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10개 보유, 해양과학기술 인력도 전국의 40%를
차지함(박문진 외, 2018, p. 2).

29

제
2
장

<표 2-7> 산둥성 해양강성 기본원칙과 방향
구분

기본원칙

활력의 해양

조화로운 해양
육
성
방
향

주요 내용
 해륙통합관리과 개혁 확대
 세계일류 항만건설과 현대 해양산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
 세계 선진 해양과학기술교육 견인구역, 국가 해양생태문명
시범구역, 국가해양경제경쟁력 핵심구역, 국가해양개방협력
선도구역, 국가 군민협력 선행구역으로 개발
 해양과학기술 및 혁신체계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해양문화의 소프트파워 향상 및 핵심경쟁력을 갖춘 현대화
해양경제 혁신체계 구축
 해륙통합관리 및 공간구조 개선
 해양경제와 국방 수요 연계

 해양개발 목표에 해양생태문명 포함, 녹색발전이념 강화
아름다운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엄격한 이행, 구축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구, 해양생태 환경의 지속적 개선
개방적인 해양

행복한 해양

 일대일로 연계 강화, 해양협력플랫폼 구축, 해양협력모델 혁신,
블루 파트너 관계(蓝色伙伴关系) 구축
 전방위적인 해양개방 협력 신구도 구축
 주민의 해양인식 강화, 해양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해양경제발전의 경제, 생태, 문화성과 향유
 연안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자료: 박문진(2018), p. 3에서 재인용

‘활력의 해양’은 해양과학기술과 혁신체계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해양경영환경 개선, 해양문화 소프트웨어 향상 등을 제시했다.
‘조화로운 해양’은 해양과 육상의 개발·보전·관리 통합관리, 해양경
제와 국방수요 연계 개발을 명시했고, ‘아름다운 해양’은 해양생태 문
명과 해양생태 홍선(紅線)41)의 이행 등을, ‘개방적인 해양’은 일대일로
41) 생태홍선(紅線) 제도는 자연해안선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해안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는 인식하에, 연안의 과도한 개발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역량 저하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연안개
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임. 중국 산둥성은 자연해안선 비중 40%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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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 해양협력 플랫폼 혁신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해양’은 주민의 해양인식과 공공서비스 기능강화, 연안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명시했다.
<표 2-8> 산둥성 해양강성의 공간개발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청도의 해양과학도시, 동북아국제항운거점, 연안중심도서의 건설
 청도블루실리콘밸리, 국제크루즈모항, 군민융합혁신지구 조성
선도구역 육성
 국제적 선진 해양혁신센터, 해양발전센터 등 입지로 국제해양도시
개발 가속화 추진
베이(Bay)
경제견인

 죠저우만: 해양첨단산업클러스터, 해양과학혁신기지 건설
 라이저우만: 수산, 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신에너지, 첨단
해양화공산업 육성

도서연계발전

 5대 도서군: 해양생태목장, 해양문화관광, 항만물류, 해양생태관광

반도기능강화

 7대 연해도시와 10대 내륙도시와 연계강화
 해륙 종합교통운송망 구축

글로벌
시장개척

 세계일류 항만개발을 통한 대외협력을 위한 해상통로 구축
 일대일로와 빙상 실크로드 개발 참여
 원양 및 극지 수산, 광물자원 개발, 해외산업단지 개발

자료: 박문진(2018), p.4에서 재인용

해양강성을 위한 산둥성 공간개발 방향은 우선 청도를 국제해양도
시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청도는 ‘청도
국제화+추진이행계획(2018~2019)’을 통해 ‘국제 해양유명도시 혁신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42) 청도의 국제 해양도시 건설목표는 해양산
업체계의 현대화, 스마트산업의 혁신, 국제금융산업의 발전, 관광 서
비스산업의 융합발전 중점 추진 등을 명시하고, ‘해양문명 청도’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과 일대일로에 포함한 국가와 인재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43) 베이(bay)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죠저우만에 해
42)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412/72751.shtml (2018. 4. 12)
4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412/72751.shtml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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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첨단산업 클러스터와 해양과학혁신기지를 건설하고, 라이저우만은
수산과 해양광물자원·해양신에너지 개발 등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산둥성 해양강성을 건설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으로 해양과학기
술 혁신, 해양생태환경보호, 세계일류항만개발, 해양신산업 육성, 해
양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스마트 해양구축, 군민융합산업체계 개선,
해양문화 진흥, 해양개방협력 확대, 해양종합관리역량 향상을 제시했
다. 10개 추진전략 중 가장 첫 번째는 ‘해양과학기술 혁신’인데, 눈에
띄는 세부과제로는 해양기업의 지위 강화와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추진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태환경 보호’로, 해역수질 개선
과 자연해안선 보호 등을 통해 해양강성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표 2-9> 산둥성 해양강성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추진 전략

세부과제와 2022년 목표

해양과학기술
혁신

 세부과제: 주요 혁신플랫폼 지원 확대, 해양과학기술 혁신사업 추진,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강화, 과학기술의 산업화, 해양인력 육성
 2022년 목표: 해양기업의 R&D 비중 30%로 확대와 해양
하이테크기업 700개사 육성

해양생태
환경 보호

 세부과제: 해양생태보호와 해육오염방제 개선, 자원순환이용,
해양모니터링 체계 개선
 2020년 목표: 해역수질 90% 개선, 자연해안선 40% 이상 확보,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세부과제: 항만자원통합관리, 스마트녹색항만, 화물관리체계 개선,
항운서비스 강화
세계 일류 항만  2020년 목표: 항만물동량 16억 5천만 톤, 컨물동량 2,800만TEU
달성, 주요 항만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항만·철도 연계 85% 달성,
컨 보합운송 연평균 10% 증가

해양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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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해양첨단장비 개발, 해양생물의약, 해양담수화,
해양신에너지, 신소재, 해양서비스, 해양환경보호
 2020년 목표: 해양신산업단지 50개 개발, 해양총생산 25% 확대,
해양생물의약산업 470억 위안 달성, 해양담수화처리 100만 톤/일
확보, 해상풍력 3GW 설치, 해양환경보호 클러스터 10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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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세부과제와 2022년 목표

해양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세부과제: 해양관광, 수산, 해양식품, 조선업, 해양화공업 개발
 2020년 목표: 어촌테마마을, 해상스포츠 발굴, 해양어획량 25% 감축

 세부과제: 해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정보기술장비의 국산화,
해양종합입체 관측망 구축
스마트해양 구축
 2020년 목표: 글로벌해양빅데이터센터 구축, 100개 해저관측소,
100개 해상다기능(관측, 구조, 보급, 관광 등) 플랫폼 설치
군민융합산업
체계 개선

 군민융합 혁신시범구 개발, 군민융합산업체계 개선,
군민융합혁신협력 확대,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공유 추진

해양문화 진흥

 해양인식 강화, 해양문화 발전과 문화산업 육성, 친해(親海) 환경 조성

해양개방 협력

 세부과제: 대외개방통로 확보, 경제와 과학기술 협력강화, 지역간
협력
 2020년 목표: 컨 정기노선 50개 신설, 크루즈 단체관광객 15일
무비자, 5개 해외 해양산업단지와 10개 국제해양공동연구센터 설립

해양종합
관리역량 증진

 해양경제과 법집행역량 강화, 국제해양관리 참여역량 증진

자료: 박문진(2018), p. 5에서 재인용

2) 영국 헐(Hull)의 해양도시계획
(1) 해양계획
영국의 해양계획(marine planning)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연안접근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해양계획에서는
연안·해양지역의 인구, 노동, 경제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연안
지역을 4개 대분류, 10개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역 성장·쇠퇴의 수준
과 특성에 맞는 해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지역의 유형 분
류를 위한 지표는 크게 노동요인(학위소지자, 인구변화, 일자리 창
출, 구직수당, 실업률, 자영업 비중 등), 생산성 요인(고용지식, 주식
부가가치 등), 성과·낙후요인(낙후지역, 박탈지수 등), 위험요인(단일
산업 비중, 공공부문 고용)으로 구분한다.44) 연안지역의 유형은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인구와 가구의 규모로 구분해 정책 수립 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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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최지연 외, 2016, p. 132에
서 재인용).
연안지역의 유형은 지역의 성장·쇠퇴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지
역쇠퇴 추세인 지역은 연안비도시지역과 전환지역, 성장추세인 지역
은 연안 대도시지역과 연안도시 주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들 지역은 노동특성과 경제·산업적 특성에 따라 10개 지역으로 다시
분류된다(MMO, 2011a, p. 101). 그리고 연안지역의 유형에 따라 해
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해양의 다양한 행위 중 해당 지역에서 적합
한 행위, 부분적으로 적합한 행위, 부적합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하고 있다(MMO, 2011a, pp. 112~117).
<표 2-10> 영국 해양계획의 연안지역 유형분류와 관리방안
대분류

중분류

해양의 주요 관리방안

1.1 은퇴자 중심비도시지역
1. 연안
비도시지역

1.2 미숙련 노동자 중심 농촌지역

 에너지 생산 및 기반시설 입지
관광 및 여가

1.3 숙련 노동자 중심 농촌지역
2.1 경제 침체지역
2. 연안
전환지역

2.2 경제성장 기회지역

 해양산업기반시설 유치
 해양관광 적극적 추진

2.3 전반적으로 낙후정도가 높은 지역
3. 연안
대도시지역

3.1 재개발된 휴양지역

4. 연안도시
주변지역

4.1 부유한 도심 주변지역

3.2 활성화된 도심과 중심상가

4.2 산업지역

 해양관광·레저기반시설 개발
 해양환경·생태 건강성 유지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 개발
 해양자원개발

자료: MMO, “Coastal topologies: detailed method and output”, 2011, pp. 18~19; MMO, “Maximis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marine planning”, 2011, pp. 112~117을 활용하여 저자 재
작성

44) 자세한 내용은 최지연 외(2016), pp. 130~13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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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헐 도시계획
영국 동부해안에 위치한 Kingston upon Hull(이하, ‘Hull’)은 과거
영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도시에서 현재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난 도
시이다. 헐은 과거 항만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발달했던 영국의 대표
적 해양도시였다. 헐은 쇠퇴지역 비율이 높고, 비교적 부유한 비중이
낮은 지역이다.45) 헐은 현재 영국의 대표적 친환경 항만과 해양신재
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해양수족관, 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됨
에 따라 2017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되는 등 해양경제와 사회문화의
조화를 이룬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헐은 ‘성장’, ‘탄력’, ‘포용’의 도
시계획을 통해 마련된 10억 파운드의 공공·민간투자와 문화도시 플
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용률 증가, 총부가가치 50억 3,800만 파운드
(2014년 기준)로 추산되고, 2013년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는 542파
운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ull city council, 2016, p. 5).
헐의 도시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 도시로 표방하면서 헐을 영국의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어,
항만과 무역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
히 영국 최대의 바이오연료센터 조성과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단지
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세계 방문객의 목적지가 되는
것으로, 지역문화와 인프라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활기찬 관광경
제를 창출하기 위한 도심재생 프로그램의 이행이다. 마지막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
의 생계비를 절감하고 필요할 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45) 자세한 내용은 최지연 외(2016), p. 143을 참고.

35

제
2
장

<표 2-11> 헐의 해양도시계획 목표
목표

주요 내용

에너지 도시

 재생에너지 산업과 항만운영의 집중투자
 최대 에너지 항만복합단지 조성과 바이오연료센터

세계 방문객의
목적지 도시

 헐의 지역 자산과 문화를 활용한 세계 관광지 조성
 헐: 요크셔 해양도시 프로젝트

지역사회와 기회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자료: Hull city council(2016), p. 8

헐의 도시목표 중 ‘에너지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으
로, ‘그린포트 항만’ 건설과 에너지연구아카데미, 해안침수시설 설치
등이 있다. ‘그린포트 항만’은 지멘스와 ABP(Associated British Ports)
가 공동 투자하여 유럽 최대의 풍력터빈 제조공장을 설립해 2016년
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구조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
발과 유휴 항만부지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2,000명 이상에게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해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물과 주거지 등
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침수방지기반시설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환경청이 주도한 Hull Frontages 침수방지계획은 Humber 하
구의 19㎞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를 개선하고, 아쿠아 그린 프로젝
트를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이끌고
있다.46)
‘세계 방문객의 목적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헐: 요크셔 해양도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요크셔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헐의 역사적 해양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박물관, 역사적 조선소를 활용한 선박복
원 등을 통해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6) http://cityplanhull.co.uk/index.php/energy-city-2/(검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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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기금은 해양문화유산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Hull City
Council에서는 해양문화유산 자산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프로젝
트에 1천만 파운드를 기부했다.
그 외 C4DI@THEDOCK 프로젝트는 유럽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
는 것으로 유휴부두(dock)에 조성되는 세계수준의 디지털 기술회사
와 개인을 위한 작업공간이다. C4DI는 헐의 디지털 경제성장의 랜드
마크로 활용될 계획으로 디지털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예술·문화단체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전시관 등 창의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 헐 해양도시계획의 주요 프로젝트

<그린포트 사업 조감도>

<해안침수방지사업>

<해양박물관과 선박복원사업지>

<C4DI@THEDOCK 조감도>

자료: http://cityplanhull.co.uk/(검색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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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
아이슬란드의 해양경제는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총생산
의 25~3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경제에 의존한다(Iceland ocean
cluster, 2012, p. 4).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는 수산경제의 핵심지
로, 어업생산, 수산가공, 수산운송·유통, 수산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이 집적해 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가 수산혁신도시
로 전환된 시기는 2010년 해양클러스터(ocean cluster)47) 프로젝트
가 시작되면서이다. 아이슬란드 해양클러스터는 전통어업과 수산가
공 첨단기술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해관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
양클러스터의 주요 핵심 프로젝트는 아이슬란드의 주요 수출품인 대
구(cod)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48) 이에 각기 다
른 전문기술을 갖춘 50개의 아이슬란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이상적
환경을 조성했고, 많은 창업기업이 만들어졌다.
해양클러스터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 해양산업의 가치를 재창출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구의 완전 활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
산물가공업, 정밀기계·금속제조업, 어업장비제조업, 섬유제조업, 홍
보·공공서비스, 화장품·의약, 포장기술업, 유통업 등과 관련된 산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49) 그리고 해양클러스터에서는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개최, 해양경제 및 해양클러스터 분
석 보고서 발간, 해양수산 산업의 컨설팅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47) 일반적으로 해양클러스터는 해운물류, 항만운영, 수산가공, 해양기술 등과 관련된 기업 등이 지리
적으로 집적해 있는 곳을 말하며,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경쟁·협력관
계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함(World ocean council, 2018, p. 4).
48) World ocean council(2018), p. 8에서 재인용.
49) World ocean council(2018), p.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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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Cluster House(이하, OC House)’는 해양수산 관련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홍보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공동 작
업공간으로 협업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 OC
House는 바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해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10개 회사가
OC House 내에 입주했지만, 2018년 1월 현재 90여 개의 기업이 입
주해 있다.
OC House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적어도 기업의 70%가 다른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고, 공동작업을 통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한다.50) 해양클러스터의 창립자인
Thor Sigfusson 박사는 OC House에 관한 다섯 가지 생각을 정리하
였다.51) 첫째는 OC House는 특정 산업그룹보다는 전통산업과 새로
운 서비스산업 간의 연결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는
OC House 내에서 핵심 수산업계 종사자와 IT, 제품설계, 소셜미디
어 마케팅 등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OC House를 모임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내
구성원은 신생 기업과 만나는 시작부터 큰 통찰력을 갖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셋째는 창업기업과 대기업 간의 네트워
킹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OC House는 항상 열려 있다
는 점이다. 해양 창업기업은 OC House에 입주할 때 비용을 내지 않
고,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OC House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자연스러운 연결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50) http://www.sjavarklasinn.is/en/portfolio/70-of-oc-house-members-havecollaborated-with-another -member/(검색일: 2018. 9. 7).
51) http://www.sjavarklasinn.is/en/the-idea-behind-the-cluster-house/
(검색일: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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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해양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해양클러스터의 주요 기능>

<대구의 100% 활용 프로젝트>

<The incredible fish value machine>

<해양클러스터 내 창업기업>

<Ocean Cluster House>

<해양클러스터 창업자: Dr. Thor Sigfusson>

자료: http://www.sjavarklasinn.is/en/(검색일: 2018. 9. 7).

40

제 2 장 해양경제와 도시경쟁력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

해양클러스터 내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가공과 생명공학 관련 30여
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1억 3,400만 유로
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17% 성장했다.52) 앞으
로 수산업-생명공학-해양수산 가공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레
이캬비크가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 볼 수 있다. Thor Sigfusson 박사는 해양클러스터 설립 당시에 가
장 어려운 도전은 ‘수산물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었다고 한다.53) Thor Sigfusson 박사는 해양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
업은 기업 간·산업 간 상호협력으로 앞으로 10년간 성장률이 적어도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52) http://www.sjavarklasinn.is/wp-content/uploads/2013/10/OceanClusterAnalysisOct03.2013.pdf(검색일: 2018. 9. 7).
53) Thor Sigfusson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클러스터 설립의 가장 큰 난관은 수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 부족이었으나, 8년간 꾸준히 이행해 온 결과 현재는 북미 지역에 해양클러스터
모델을 마케팅하는 등 현재도 해양클러스터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함.

41

제
2
장

제 3 장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경쟁력 진단 분석

제3장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경쟁력 진단 분석
제
3
장

제1절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여건 분석
1.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여건
1) 해양·연안의 개요
우리나라 연안 면적은 91,000㎢이고, 해안선 길이는 14,962.8㎞,
연안습지 면적은 2,487.3㎢이다.54) 우리나라 연안습지는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단위면적당 연간 63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
고,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부존량은 총 1,400만kW로 추정된다.55)
2015년 기준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6억 8,226만TEU 중 우리나라
항만에서 3.8%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

54) 해양수산부, 「연안기본조사」, 2015, pp. 22~23, p. 43.
55)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1∼2020)『, 2017,
p. 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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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56)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양식업은 세계 수산물 수요 증가
와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57)
<표 3-1> 우리나라 해양·연안의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연안

91,000㎢(연안육역 4,000㎢, 연안해역 87,000㎢)

해안선과 도서

14,962.8㎞(육지부 51.8%, 도서부 48.2%)
3,358개(무인도 2,876개, 유인도 482개)

연안습지와 생물종

2,487.2㎢(서해안 83.5%, 남해안 16.2%)
연안육역 6,999종, 연안해역 4,832종

항만 및 어항

항만 60개소, 국가어항 109개소

면허어업권수와 면적

8,825건, 1,293.7㎢

자료: 해양수산부, 「한 눈에 보는 우리의 연안」, 2015, p. 6에서 재인용

2) 도시 규모와 도시화율
우리나라 연안 인구58)는 2017년 기준 1,702만 2천 명으로 전 인구
의 32.9%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0.47%p씩
증가했다. 이 중 시급지역 인구비율은 92.6%, 군급지역은 7.4%로 나
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충남의 연안 인구는 38.7%, 부산·
울산·경남은 37.3%를 차지하고, 전북·전남·제주는 15.9%, 강원·경북
은 8.1%를 차지하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인구는 지난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0.25%p씩 감소한 것에 비
해, 인천·경기·충남 인구는 연평균 1.48%p씩 증가하였다.
56) 2008년 128 만 톤 → 2014년 106만 톤 → 2016년 96만 톤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57) 김 등 해조류 시장 급성장에 따라 양식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어·패류 양식은 고
수온, 적조 등으로 정체(해양수산부 내부자료).
58) 연안 인구통계는 연안에 접한 55개 시군(부산시, 인천시, 울산시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에 속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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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안지역별 인구분포와 연평균 증가율(2017년)
단위: 천 명, %, %p

구분

인구수

비중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인천·경기·
충남

6,585

38.7

1.48

부산·울산·
경남

6,344

37.3

-0.25

전북·전남·
제주

2,706

15.9

0.23

강원·경북

1,386

8.1

-0.36

합계

17,022

100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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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http://kosis.kr/, 검색일: 2018. 8. 21)

인구규모에 따른 연안 도시59) 규모 분포를 보면, 인구 100만 명 이
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나 인구의 21.3%를 차지한다. 경기
에 속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는 중도시에 속하고, 충남,
전남, 경남 대부분 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 속하였
다. 최근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 0.05%p로 정체되었으나, 인
구 30만~50만 명의 도시는 1.78%p, 인구 50만~100만 명의 도시는
1.36%p로 증가추세에 있다.

59)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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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구규모에 따른 연안지역의 도시규모(2017년)
단위: 명, 개, %, %p

구분

인구규모

도시수

인구
비중

5년간 연평균
증가율

해당시군

광역
도시

100만 이상

4

50.8

0.05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창원시

50만~100만

3

11.1

1.36

안산시, 화성시, 포항시

30만~50만

3

8.1

1.78

시흥시, 평택시, 제주시

1.05

김포시, 강릉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홍성군, 군산시,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경남), 울진군, 고흥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해남군,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태안군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10만~30만

5만~10만

소계

17

21.3

16

6.2

-0.58

43개

97.5%

0.51

5만 이하

12

2.5

-1.02

합계

55개

100%

0.47

고성군(강원), 양양군, 남해군,
하동군, 영덕군, 울릉군,
강진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http://kosis.kr/, 검색일: 2018. 8. 21)

연안의 도시지역60) 지정면적은 10,436.1㎢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의 31.8%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국 25.7%보다 넓은 수준이다. 1980
년대 중반부터 2017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61) 중 신시가지의 개발62)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함.
61)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1-2-1(국토교통부훈령 제95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
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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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1,010.6㎢이고, 이 중 연안 개발면적은 44.4%를 차지한다. 연
안 지역 중 신시가지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으로 전체의
23.6%, 다음은 경기 23%, 충남과 부산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국·연안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시가지의 개발)
면적비율(2017년)
단위: ㎢, %

구분

행정구역 면적

전국
연안

도시지역

신시가지의 개발

면적

비율

면적

100,363.7

25,825.8

25.7

1,010.6

32,775.1

10,436.1

31.8

448.3

비율*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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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지역별
신시가지의
개발 면적
비율

주: * 전국 신시가지 개발 면적 대비 연안 지역 신시가지 개발면적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2017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우리나라 연안 인구의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전국 91.8%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63) 그러나 2012~2017
년간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은 연평균 0.5%p씩 증가
한 것에 비해, 연안 도시인구 증가율이 약간 더 높은 연평균 0.73%p
로 나타났다.

6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신시가지 개발이란,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
함(국토교통부훈령 제959호).
63)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도시화(urbanization)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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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국·연안 도시지역 인구비율(2017년)
구분

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명)

비율(%)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국

51,778,544

47,542,961

91.8

0.50

연안

17,021,762

15,430,455

90.7

0.73

자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2017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연안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비율을 보면, 2017년 기준 부산은 100%,
울산 99.8%, 인천 97.5%로, 연안 대도시 인구는 거의 도시지역에 거
주하였다. 이에 비해 충남 67.1%로 도시지역 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
음은 전북 69.8%, 전남 7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7
년) 도시지역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4.01%로 가장 높았
고, 경기 2.9%p로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표 3-6> 연안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비율과 연평균 증가율(2012년과 2017년)
단위: %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12년 100.0 97.6

99.8

91.5

85.0

58.8

68.4

72.3

85.7

85.9

90.6

17년 100.0 97.5

99.8

93.6

86.0

67.1

69.8

74.0

87.0

86.4

90.7

자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2012과 2017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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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인구 증가추세는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속한 도시화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었으나,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었다.64) 그리고 2000년 이후 정체된 우
리나라 도시인구 증가율은 경제 저성장 기조와도 연관되는데,
1970~2000년까지 9~10%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2005년 이후 5%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 도시인구 증가율은 1% 수준으로 함
께 떨어졌다.65) OECD(2014a, p. 31)에 따르면, 일부 중소도시에서 나
타나는 지역 격차와 성장 잠재력은 한국의 도시정책에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대도시는 도시화의 한계에 도달해 인구 유입
이 어렵지만, 중소도시는 다양한 유인책(규제개혁, 비용 절감, 쾌적한
환경, 사회복지의 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
전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도시화 추세와 패턴
의 시사점은 연안에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성장관리에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항만과 제조업 기반의 항만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 등
은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산업·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해양비
즈니스와 신산업 등의 허브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경기·충남·
전남·강원·경북 등에 있는 중소규모의 연안 도시들은 현재 개발 중
이고,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성장 잠재력도 높다. 이들 도시는 지역
고유의 자산과 기능,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어업
과 해양관광업의 연계발전 전략, 해양생태복원과 지역발전 전략의
융합 등을 통해 해양의 강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64) OECD, Urban Policy Reviews Korea, 2012를 http://www.oecd.org/cfe/
regional-policy/oecdurban policyreviewskorea.htm#k_facts(검색일: 2018. 9. 10)에서 재인용.
65) 박용규, 탈(脫) 도시화는 시작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p.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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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 도시경제·재정·산업 현황
연안 지역내총생산66)은 2015년 기준 586.9조 원, 전국의 37.5%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참가율67)은 전국 63.4%보다 연안 지역이 64.4%
로 약간 높고, 고용률68)도 전국 61.4%에 비해 62.9%로 약간 높다. 인
구규모에 따른 연안 도시경제 현황을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
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 연안 지역내총생산의 44.2%를 차지한다. 중
소규모의 연안 도시 중에서 인구 10만~30만 명 도시의 지역내총생산
이 150.9조 원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한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
용률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낮은데, 인구 10만~30만 명의 도
시와 인구 50만~100만 도시의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표 3-7> 전국·연안의 경제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지역내총생산
(2015년)

경제활동 참가율
(2017년)

고용률
(2017년)

전국

1,565.2

63.4

61.4

연안
연안
인구
규모
(명)

64.4

62.9

100만 이상

259.5

586.9
(44.2)

61.0

58.4

50만~100만

86.4

(14.7)

62.9

60.3

30만~50만

44.8

(7.6)

64.2

62.2

10만~30만

150.9

(25.7)

62.2

60.4

5만~10만

34.8

(5.9)

64.9

63.9

자료: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검색일: 2018. 8. 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안 지역의 1인당 지방세는 105만 6,300원으로 전국 83만 8,800
66) 연안 지역내총생산은 연안에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55개 연안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의
합을 말함.
67)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68)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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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다 높은 편이나, 재정자립도69)는 전국 53.4%에 비해 연안은 27.2%
에 불과하였고, 재정자주도70)도 전국 75.3%에 비해 연안은 65.3%에
불과했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보다는 인구
50만~100만 명과 30만~50만 명의 중소도시에 더 많았다. 재정자립
도와 재정자주도는 대도시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나, 문제는 재정역
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는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격차가 41.8%p 나고, 재정자주도는 9.2%p 차이 났다.
<표 3-8> 전국·연안의 재정역량 현황

연안
인구
규모
(명)

구분

1인당 지방세
(15년, 천 원)

재정자립도
(18년, %)

재정자주도
(18년, %)

전국

838.8

53.4

75.3

연안

1,056.3

27.2

65.3

100만 이상

1,305.4

58.5

71.8

50만~100만

1,640.3

52.3

71.2

30만~50만

1,451.8

47.3

70.9

10만~30만

1,195.0

31.4

65.5

5만~10만

934.3

16.7

62.6

자료: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검색일: 2018. 8. 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안 지역의 전 사업체 종사자수는 2015년 기준 678만 7,100명으
로, 전 사업체 종사자수의 32.5%를 차지한다. 이 중 연안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국 대비 45.7%이며, 연안 제조업의 특화지수71)는 1.41
69)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지방재정의 조달역량을 말함.
70)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 재원(국비
중 지방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것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이용 재량권을 말함.
71) 특화도는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특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지계수를 활용함.
 
     
 
  업종   지역    업종 전국 종사자수   지역 종사자수   지역의  업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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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안지역에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산업의 다
양성 지수72)를 알아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전 산업의 다양성 지
수는 10.1인 데 반해, 연안 전 산업 다양성 지수는 7.9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 특화도가 2.14인 도시는 다양도 지수가 4.9로
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연안 도시는 인구 규모와는 상관없
이 제조업이 특화되었고, 산업의 다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연안 도시경제 기반이 제조업인바, 단일 산업구조에 관한 강한
의존도로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경제위기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
서 리스크가 크다.
<표 3-9> 전국·연안의 산업 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2015년)
전 사업체

연안
인구
규모
(명)

제조업

구분

종사자수
(천 명)

다양도

종사자수
(천 명)

비중(%)

전국

20,889.3

10.1

4,042.9

19.4

연안

6,787.1
(32.5%)

7.9

1,847.2
(45.7%)

27.2

특화도

1.41

100만 이상

3,315,510

8.8

780,290

23.5

1.22

50만~100만

903,613

4.9

374,250

41.4

2.14

30만~50만

585,479

6.8

181,113

30.9

1.60

10만~30만

1,470,029

7.3

428,920

29.2

1.51

5만~10만

377,781

9.9

69,105

18.3

0.9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72) 김정홍 외(2010, p. 82)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 지수(diversity)는 1개 지역 내 관련 업종이 얼마
나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 형태로 구함. 다양성
지수(DI)가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특정업종에 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활동이 지
역 내 분포함에 따라 산업 간 지식의 확산 및 교류 등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경
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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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 3 장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경쟁력 진단 분석

제조업의 쇠퇴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 속에서 조선
업, 자동차업, 제철·철강업 등 기반의 경남, 전북, 울산, 전남 지역 등
의 지역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연안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
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을 늘려나가는 노력과 함께 새
로운 산업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림 3-1> 연안지역의 산업 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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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2.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진단
1) 진단 개요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은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자산(asset)을 활
용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발전역량이라 할 수 있
다.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분석의 목적은 해당 도시의 해
양수산 관련 사회경제적·생태적 자산과 지역의 성장기반을 정량적으
로 진단·평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 해양도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함이다. 우선 분석 대상 도시73)는 인구 규모에 따라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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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였고, 해운·항만, 어업·수산, 해양관광, 해
양수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이 갖춰 있는 도시로
정하였다.74)
<표 3-10> 해양수산 경쟁력 분석대상 도시
구분

분석 대상 도시

100만 명
이상 도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30만 명 이상
도시

화성시, 포항시, 제주시

10만 명 이상
도시

강릉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거제시

합계

14개 도시

자료: 저자 작성

주요 해양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활
용한 정량분석과 함께 국가·지역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 해양수산
인프라 등을 분석하였다. 본 지표체계는 어업·수산 부문, 해운·항만
부문, 해양관광·레저 부문, 해양환경·생태 부문, 도시성장기반 부문
의 1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 주기성
등을 고려해 국가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작성한 DB를 활용하였다.75)
73) 김정홍 외(2010, p. 56)에 따르면, 지역경쟁력 연구에서는 분석 지역단위의 설정 방법과 기준을 정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석대상 단위에 따라 지역연구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74) 본 연구는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모든 연안·해
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평가를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75)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모든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더 발전된 해양수산 지역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54

제 3 장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경쟁력 진단 분석

<표 3-11> 해양수산 경쟁력 평가지표(안)
구분

지표
1.1 전국 대비 어가인구의 비율

1. 어업·수산 1.2 전국 대비 수산물가공업체 생산액 비율

자료출처
어업총조사
수산업가공업통계

1.3 수산가공·저장업 특화지수

전국사업체조사

2.1 해상운송업 특화지수

전국사업체조사

2. 해운·항만 2.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특화지수

전국사업체조사

2.3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특화지수
3.1 전국 대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비중

3. 해양관광·
3.2 전국 대비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
레저
3.3 숙박 및 음식점업 특화지수
4.1 자연해안선 비율(%)

4. 해양환경·
4.2 하계철(8월) 해역수질평가지수(WQI)
생태
4.3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 비율
5.1 1인당 지역내총생산
5. 도시성장
기반

5.2 5년간 생산가능인구 연평균증가율(%)

전국사업체조사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해양수산부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해안선통계공표자료
해양환경측정망
도시계획현황
지역계정
인구총조사

5.3 산업 다양도 지수

전국사업체조사

5.4 제조업 특화지수

전국사업체조사

5.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지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저자 작성

2) 부문별 진단의 주요 내용
(1) 어업·수산 부문
어업·수산 부문에서 부산시, 여수시, 강릉시, 보령시 등이 상대적
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도시의 어가인구
비중은 전국 39.2%를 차지하는데, 이 중 여수시 5.82%, 제주시
4.87%, 부산시 4.47% 순이었다. 수산물가공·저장업의 특화지수는 보
령시가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릉시 8.95, 여수시 5.41, 포항
시 3.56, 목포시 2.85, 부산시 2.28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가공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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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부문에서는 부산시가 전국의 23.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
를 차지하고 있었고, 포항시 7.7%, 강릉시 3.5% 등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12> 해양도시별 어업·수산 부문 현황
구분
전국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화성시
포항시
제주시
강릉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거제시

어가인구
(2015년)
명
%
128,352
39.2
5,733
4.47
5,069
3.95
2,292
1.79
4,562
3.55
1,007
0.78
3,076
2.40
6,255
4.87
1,367
1.07
1,590
1.24
4,709
3.67
1,659
1.29
1,771
1.38
7,470
5.82
3,852
3.00

수산물가공생산액
(2017년)
10억 원
%
5,916.7
47.7
1,404.4
23.7
103.3
1.7
14.6
0.2
99.7
1.7
12.8
0.2
456.7
7.7
63.7
1.1
209.6
3.5
6.3
0.1
115.1
1.9
37.9
0.6
126.6
2.1
131.0
2.2
37.7
0.6

수산물가공
저장업 특화지수

2.28
0.34
0.08
1.54
0.18
3.56
0.95
8.95
0.98
9.18
0.94
2.85
5.41
3.12

자료: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 2016,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통계 2017, 전국사업체조사 2015
년 기준 자료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취득하여 활용(검색일: 2018. 9. 15)

(2) 해운·항만 부문
해운·항만 부문은 수상운송업76), 선박 및 보트건조업77), 창고 및
76) 수상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
업활동으로 해상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을 포함함(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p. 584).
77)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각종 재료로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선박, 화물선, 순항선, 유람선,
예인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부유 구조물 등의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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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지원서비스업78)의 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수송운송
업 부문은 도서 등의 여객수송이 많은 목포시가 7.94, 여수시가 6.37
로 높게 나왔고, 부산시도 5.19로 높은 특화지수를 보였다.
<표 3-13> 해양도시별 해운·항만 부문 현황
구분

수상운송업
특화지수 (2015년)

선박 및 보트건조업
특화지수(2015년)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지수
(2015년)

부산시

5.19

0.59

2.28

인천시

1.34

0.02

2.05

울산시

2.02

12.71

1.24

창원시

0.24

1.46

0.99

화성시

0.01

0.00

0.71

포항시

2.95

0.40

0.92

제주시

1.98

0.01

0.98

강릉시

0.30

0.00

0.54

당진시

1.00

0.00

1.64

보령시

2.42

0.21

0.37

군산시

1.07

2.84

0.84

목포시

7.94

1.12

1.03

여수시

6.37

0.47

1.79

거제시

2.24

49.9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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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 자료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취득하여 활용
(검색일: 2018. 9. 15)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대형 조선소79)가 있는 거제시가 49.92로 압
도적으로 높았고, 울산시는 12.7로 나타났다.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
78)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말함(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p. 590).
79)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선박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세계 선박 발주량의
급감, 선가의 33% 감소, 중국 증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급격히 하락함(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발
전전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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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특화지수는 대형항만과 배후단지가 있는 부산시, 울산시, 인천
시가 높게 나타났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활동이 활발한 여수시도
1.79로 나타났다.

(3) 해양관광·레저 부문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80), 해수욕장81) 이
용객 수, 숙박 및 음식점업 특화지수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도시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82)를 보면, 여수시가 15,082.2천 명으로 전
국 3.6%를 차지하였고, 부산시는 관광지점이 7개소에 불과하지만 입
장객 수는 8,159.6천 명으로 전국의 1.95%를 차지하였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보면 부산시는 전국의 45.9%를 차지하였고, 보령시가
10.07%, 강릉시 7.09%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창원시는 해수
욕장이 없었으나, 2018년에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광암해수욕
장이 수질 악화로 폐쇄된 지 16년 만에 재개장하였다.83) 숙박 및 음
식점업 특화지수를 보면 제주시 1.67, 강릉시와 보령시 각각 1.56,
목포시 1.33으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가문화 확산으로 해양관광·레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인프라의 부족, 단순한 체험 위주의 해양관
광, 해양관광·레저정보의 부족 등으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통한
80) 관광지점 입장객 이란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 관광지 중 지자체 관
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점으로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
설 또는 공간으로, 관광자원 이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숙박, 식음, 편의, 교통시설 등이 갖춰진 일
정한 공간이나 개별 시설에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을 말함(통계청, 「주요관광지
점입장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7, p. 5).
8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
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함. 인천의 경
우는 지정 해수욕장이 없어 미지정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활용함.
82) 2017년 현재 전국 주요 관광지점은 1,967개소, 입장객수는 419,052.3천 명임.
83) 중앙일보, 「창원 광암해수욕장, 2002년 폐쇄 후 16년 만에 7월 재개장」,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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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관광·레저의 통계가 미흡하여 해
양관광·레저의 지역경쟁력을 진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해양
관광·레저의 지역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족으로, 도시
별 해양관광·레저 부문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 3-14> 해양도시별 해양관광·레저 부문 현황
구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2017년)
천 명(개소)

해수욕장 이용객 수
(2016년)

(%)

천명

(%)

숙박 및
음식점업
특화지수
(2015년)

전국

419,052.3

100,657.6

부산시

8,159.6 (7)

1.95

46,202.6

45.90

1.07

인천시

6,485.6 (48)

1.55

561.0

0.56

1.00

울산시

5,172.0 (32)

1.23

2,294.0

2.28

0.92

창원시

3,074.8 (18)

0.73

0.0

0.00

1.00

화성시

500.3 (3)

0.12

27.7

0.03

0.56

포항시

4,734.8 (20)

1.13

3,935.8

3.91

1.12

제주시

5,248.4 (17)

1.25

2,391.4

2.38

1.67

강릉시

3,317.5 (18)

0.79

7,140.4

7.09

1.56

당진시

427.9 (6)

0.10

89.9

0.09

0.87

보령시

841.9 (6)

0.20

10,133.6

10.07

1.56

군산시

3,250.9 (11)

0.78

44.3

0.04

1.03

목포시

2,595.0 (20)

0.62

14.5

0.01

1.33

여수시

15,085.2 (43)

3.60

305.4

0.30

1.11

거제시

5,482.1 (34)

1.31

400.0

0.40

0.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stat/tourReportBizDis.do(검색일: 2018. 9. 1),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자료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취득하여 활용
(검색일: 2018. 9. 15)

59

제
3
장

(4) 해양환경·생태 부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은 도시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이에 많은 도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
은 육지환경과는 다르게 해양환경의 영향 범위가 광역적이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원래 상태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안 환경에서 자연해안은 중요하다. 자연해안
은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의 자연성을 유지해 줌으로써 해양생물의 산
란·서식처를 제공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호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3-15> 해양도시별 해양환경·생태 부문 현황
단위: %

구분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

하계 해역
수질평가지수(WQI)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
비율

전국

48.6

Ⅲ등급

71.54

부산시

43.5

Ⅲ등급

58.06

인천시

28.9

Ⅱ등급

49.73

울산시

31.2

Ⅲ등급

68.20

창원시

37.6

Ⅲ등급

74.36

화성시

20.2

Ⅰ등급

75.93

포항시

45.4

Ⅲ등급

52.10

제주시

51.2

Ⅱ등급

79.85

강릉시

61.2

Ⅱ등급

63.53

당진시

8.8

1등급

40.24

보령시

40.7

Ⅱ등급

54.44

군산시

25.1

Ⅳ등급

39.46

목포시

21.8

Ⅰ등급

26.45

여수시

48.7

Ⅱ등급

62.25

거제시

55.2

Ⅳ등급

64.03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공표통계자료(2017); 해양수산부(2018), 「2017년 해양환경 조사연보」; 국
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0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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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생태부문에서는 육지부 자연해안선84) 비율, 하계철(8월)
해역의 수질평가지수85),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86) 비율을 살펴보았
다. 전국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은 48.6%로, 인공해안선 비율
51.4%보다 높다. 우리나라 대부분 해양도시의 자연해안선 비율은 전
국 비율보다 낮은데, 당진시는 8.8%에 불과하였고, 화성시 20.2%, 목
포시 21.8%, 군산시 25.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비율보다 높
은 지역은 거제시, 제주시, 강릉시, 여수시로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
율이 50% 이상이었다. 하계해역 수질평가지수를 보면 화성시, 당진
시, 목포시는Ⅰ등급으로 매우 양호한 해역수질 상태를 보인 반면, 군
산시와 거제시는 4등급으로 양호하지 못한 생태를 보였다.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을 보면 전국 비율이 71.54%인데, 전국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시, 창원시, 화성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목포시는 녹
지지역 면적비율이 26.45%로 가장 낮았고, 군산시 39.46%, 당진시
40.24%로 나타났다.

84) 자연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해수면이 자연상태의 육지와 만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함(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59호, 해안선 조사 및 자료 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조).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는 14,962.8㎞, 육지부 해안선길이는 7,752.5㎞, 도서부 해안선 길이
는 7,210.3㎞임).
85)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는 해수의 수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용존산소 농도,
식물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용존무기질소와 무기인 농도로 산정한 수치로, WQI는 아래와 같은 산
식으로 구함.
- WQI = 10 × [저층산소포화도(DO)]+ 6 × [(식물플랑크톤 농도(Chl-a) + 투명도(SD))/2] +
4 × [(용존무기질소 농도(DIN) +용존무기인 농도(DIP))/2]
- 평가기준: Ⅰ등급(매우 좋음. WQI 23 이하), Ⅱ등급(좋음 WQI 24-33), Ⅲ등급(보통, WQI
34-46), Ⅳ등급(나쁨, WQI 47-59), Ⅴ등급(아주 나쁨, 60 이상)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
- 해양환경측정망은 5개 생태구와 57개 조사해역, 425개 정점으로 매년 4회(2월, 5월, 8월, 11
월) 조사함.
- 본 연구에서는 해당 도시의 해역수질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도시와 인접한 조사해역을 선정
하여 8월 조사의 정점을 평균하여 WQI를 산정함.
86)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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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 성장잠재력 부문
도시 성장잠재력은 주요 해양도시들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5년간(2010~201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5년간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
가율, 산업다양도 지수, 제조업 특화지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특화지수를 알아보았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을 보
면, 보령시는 8.99%, 화성시는 8.39%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고, 당진시, 강릉시도 전국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울산은 정체 수준이고, 포항시와 거제시는 감소하였다. 생산가능인
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산시, 포항시, 강릉시, 목포시는 감소추
세를 보였고, 당진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
다양도 지수는 화성시, 거제시, 당진시는 낮게 나타났고, 포항시, 제
주시, 강릉시, 보령시 등은 전국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다양도 지
수가 낮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대체로 제조업 특화지수가 높게 나타
났는데, 거제시, 화성시, 울산시, 창원시 등은 제조업이 특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
지수를 보면, 화성시와 거제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는 낮은 수준
을 보였다.
<표 3-16> 해양도시별 성장 잠재력 부문 현황
단위: %p

구분

2010~201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전국

3.74

0.82

10.1

부산시

4.33

-0.2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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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산업
년
다양도
생산가능인구
지수
증가율
(2015년)

제조업
특화지수
(2015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지수
(2015년)

0.8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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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201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2010~2015
산업
년
다양도
생산가능인구
지수
증가율
(2015년)

제조업
특화지수
(2015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지수
(2015년)

인천시

3.32

1.49

8.5

1.27

0. 60

울산시

0.92

1.46

6.0

1.84

0.69

창원시

1.24

-0.02

7.2

1.55

0.60

화성시

8.39

4.12

3.2

2.76

1.42

포항시

-0.40

-0.18

10.0

0.97

0.72

제주시

4.45

2.43

10.5

0.24

0.55

강릉시

4.99

-0.21

10.6

0.41

0.52

당진시

6.96

3.27

5.8

1.91

0.36

보령시

8.99

0.71

10.0

0.77

0.33

군산시

3.25

0.86

7.8

1.41

0.30

목포시

3.41

-0.93

9.8

0.23

0.40

여수시

0.32

0.21

9.8

0.93

0.36

거제시

-2.20

2.32

4.4

2.27

1.15

제
3
장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검색일: 2018. 8. 21과 9. 15) 내 인구총조사, 지역계정, 전국사업
체조사 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3) 해양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 종합 진단
(1) 서해안권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서해안권에 있는 인천시, 화성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목포시
의 해양수산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1883년 인천
항 개항으로 시작한 오랜 해양역사 문화자산과 도서·갯벌·어촌 등
해양생태·어촌자산, 마리나 등 해양관광·레저 자산, 제조업 등 경제
산업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해양수산 경쟁력이 있다. 특히 인천시
는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해양·항공의 세계 관문도시로서 입지적
63

우위성을 갖고 있고, 인천신항의 건설과 인천내항의 재생사업 등으
로 항만물류산업과 해양문화산업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항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쟁 도시는 부
산, 청도, 요코하마, 로테르담 등과 같은 세계 해양도시인 만큼 해양
수산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신도시의 건설
과 고속철도의 확충, 제조기업 등의 입지 등으로 지역내총생산과 생
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특히 화성시는 전곡
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단지와 마리나항만의 확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거점지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곡 해양산
업단지 내 ‘경기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87)’는 해양레저 혁신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당진시는 당진항과 당진항 주변에 다수의 철강업체 집적으로 철강
클러스터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수산·해양관광 등 부문은 다른 지
역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
식단지 조성계획과 왜목 마리나항만 확충사업 등을 통해 수산·해양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보령시는 천혜의 대천해
변과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서해안권에서 해변관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천항~원산도~태안 영목항을 해저터널과 연육교로 잇
는 국도 77호선이 건설되고, 원산도에 대규모 해양관광단지가 조성
되고 있어 보령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보
령시는 보령신항을 다목적(물류, 크루즈, 마리나 등) 신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해운·항만 부문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
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7)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Korea Marine Education Academy)는 경기도가 2016년도에 전국 최
초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임(https://edumarine.org/, 검색일: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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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서해안권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과 주요 해양수산 정책
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주요 정책

 인천항, 도서 연안항 등의 입지로 수송운송업과
창고·운송지원서비스업의 특화
 해양역사문화자산(인천항(1883년 개항) 주변
의 근대역사자산(팔미도 등대 등)과 도서·마리
인천시 나를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잠재력 보유
 서해 5도 등 물범서식지, 갯벌 등 높은 해양 생
태적 가치 보유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업다양도, 제조업
특화

 글로벌 항만 인프라 확충
 해양문명도시 조성
 원도심 연계 인천내항 재생사
업 추진
 해안철책 제거, 송도 해양 랜
드마크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영종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등
 매력 있는 애인섬 사업 추진 등

 전곡항, 제부항 등 경기만 마리나 추진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건립
 국화도, 백미리 등 도서·어촌관광
 지역내총생산, 생산가능인구 등의 지속적 증가
화성시
와 제조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로
제조혁신 가능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과 SRT 개통 등으
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양레저중심도시 추진
 수도권 대표 마리나항 건설과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 조성
 서해안 및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육성계획 추진
 신성장동력 해양관광산업
추진

 당진항 입지 등으로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당진항 환황해 물류거점 항만
특화
조성
 수산·해양관광 등은 낮은 상대적 우위를 보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
당진시
나, 왜목 마리나 등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식단지 조성
 왜목 마리나항만, 장고항 국
 지역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 증가
 당진항과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 집적
가어항개발 사업 추진
 수산물가공·저장업 특화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
보령시
 숙박 및 음식점업 특화
 지역내총생산 증가

 원산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보령 다목적 신항만 추진
 닫힌 하구·담수호(보령호) 해
수유통 추진
 2022 보령 해양머드엑스포
유치

 선박 및 보트건조업이 특화되었으나, 군산조선
소 폐쇄 이후 지역경제 크게 위축
군산시  군산내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양근대문화
역사 인프라 구축
 낮은 자연해안 비율과 해역수질 Ⅳ등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해상풍력·태양광 등 발전사
업 추진
 금강하구 종합관리체계 구축
 군산내항·원도심 재생 추진

자료: 해당 지자체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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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박·보트건조업이 특화되었으나, 2017
년 군산조선소 폐쇄88)와 2018년 한국 GM 자동차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18년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89)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군산은 해양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
된 지역으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이 잘 발달해 있
고, 이를 활용해 군산내항과 원도심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산은 연안·해양지역에 있으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 중인 군
산항, 군산 산업단지, 새만금 사업 등으로 육지면적의 50% 이상이 매
립지로 이루어졌고,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인공섬인 금란도가 금강하
구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금강하구둑 건설로 외항구역은 심각한 매
몰로 부두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항내 퇴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폐업으로 지역경제 위
기에 처한 군산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전략을 마련
해야 하는데, 신성장 동력을 해양으로부터 찾는다면 기존 산업도시에
서 해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군산시가 해양도시로 재도약하
기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 단지에 조성될 해상풍력단지와 군산내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 금강하구 복원 등과 연계한 해양 신·재
생에너지, 해양근대문화, 해양생태보전·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산형 미래 해양도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2) 남해안권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남해안권에 있는 목포시, 여수시, 제주시, 창원시, 거제시의 해양수
산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목포시는 수산물가공업이 발달해 있고, 도
서교통의 중심지로 수송운송업이 특화되어 있다. 중소규모의 조선
88)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50개 이상의 협력업체 폐업과 5천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짐(연합뉴스,
「[지역이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재앙이 된 기업 유치」, 2017. 9. 18).
8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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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단지는 북항 주변에, 해양관광자은 남항 주변에 분포해 있다. 목
포신항은 현재 조성 중으로 안정적 자동차 물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
에 있다. 목포시는 해양수산 경쟁력은 높은 편이나, 목포시의 다양한
해양수산 공간·자원의 종합적 활용은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항
만, 수산, 관광 등 부문별 접근으로 해양수산 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국제해양도시의 이미지와 함
께 크게 발전한 도시이다. 여수시는 국동항을 중심으로 높은 수산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운송과 운송서비스업에서도 경쟁력을
보인다. 아름다운 해안·섬 등은 해양관광지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섬
과 연안에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하고 있다.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
과 함께 웅천 거점 마리나항만도 개발 중이다. 여수시는 높은 해양국
제도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
한 해양관광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가 신 해
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해안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수
산생물자원의 지식산업화, 섬·해양관광 클러스터 구축, 노후항만·산
업단지 재생 추진, 연안 생태복원·회복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연
계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어업, 수송운송업, 해양
관광업 등이 발달해 있고, 해녀문화라는 독특한 지역 해양문화가 존
재한다. 제주도의 산업 다양도는 전국 수준이나 제주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성장동력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연안어장 조
성과 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통수산업 재생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크루즈와 공공마리나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 세계적 해녀 메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해양경제도시의 조성 기반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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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남해안권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과 주요 해양수산 정책
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어가인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수산물가
공·저장업 특화
 목포항과 도서 이동을 위한 여객터미널 입지
로 수송운송업 특화
 중소규모의 선박수리단지 조성
목포시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목포남항과 원도심 주변 근대문화유산, 삼학
도 등 해양관광자원 분포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주요 정책
 목포 대양산단 내 해조류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
출단지 조성계획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센
터 조성
 요트 마리나 조성과 해양레포
츠 센터 건립계획
 목포신항의 안정적 자동차 물
량 확보 추진
 목포 크루즈항 개발 계획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
성화 추진
 높은 수산경쟁력 보유
 웅천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
 수송운송업,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화양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해양 국제도시
여수시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해양관
의 이미지 구축
광 휴양도시 추진
 다수의 해양관광지 분포와 해양관광 발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학융합
 아름다운 해안·섬경관, 생태환경 우수
지구 조성
 여자만 연안생태마을 조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
 상대적으로 많은 어가인구와 어업활동 활발
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광어가
 수송운송업 특화
공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
 해녀문화, 해변 등 다수의 해양관광자원 분
통수산업 1조 원 시대 개막
제주시 포로 해양관광업 발달
 세계적 해녀메카 조성
 넓은 자연해안과 녹지 보유
 크루즈/공공마리나 산업 육성
 지역내총생산·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
 제주 신항만과 연안항 융·복합
업 다양도 지수
선진항만으로 육성
 수산물가공생산액은 낮으나 수산물 가공·저
장업은 특화
창원시  선박 및 보트건조업 쇠퇴
 부산항 신항(진해구),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창원 명동 거점형 마리나 추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경남 중심 친환경 LNG 신산업
지도 구축과 관련산업 육성
 마산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나, 거제조선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타격
 고현항 재개발
거제시
 외도 등 해양관광자원 보유
 거제 어촌의 6차 산업화
 수산가공업 발달
자료: 해당 지자체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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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거제시는 모두 조선업의 급격한 침체로 지역경제가 타격
을 입은 도시이다. 창원시와 거제시 두 도시는 해양을 개발하여 해양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기보다는 매립 등 하드웨어적 개발로 도시·산
업단지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두 도시 모두 전통적 해양수산
인프라는 거의 사라지고 제조업·조선업 기반의 도시가 되었다. 창원
시의 경우, 산업화로 오염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꾸
준히 진행되어 마산만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산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90)는 지역갈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도, 군산시와 마찬가지
로 조선업의 불황으로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한편으로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갈
등이 나타나고 있다.

(3) 동해안권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동해안권에 있는 부산시, 울산시, 포항시, 강릉시의 해양수산 경쟁
력을 살펴보았다. 부산시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인프라가 집적해 있
고, 부산시의 정책 방향도 동북아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다. 해양
관련 대학, 연구원 등이 집적해 있는 해양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
법률·금융과 관련된 기업 등이 집적해 있는 등 부산의 해양수산 경쟁
력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산시에 해양수산 인
프라와 정책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부산권과 비부산권의 해양수산
불균형 발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울산시는 해양공간과 자원을
90)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가 2004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마산항 내 가포
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마산만을 메워 만드는 64만 2,000㎡ 크기 인공섬임. 옛 마산시가
파낸 흙을 먼 바다에 버리느니 마산만 공유수면 일부를 메워 새로운 도시용지를 만들고 그 땅을 팔
아 공사비를 회수하자는 취지로 조성 사업 시작”,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2860(2018. 8. 10 검색)

69

제
3
장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최근에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울산시는 울산
항을 중심으로 액체화물처리의 전국 우위와 자동차·조선업 등에서
특화되어 있었으나, 군산시, 거제시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위기
로 지역 일자리 등이 줄어들고 있다. 울산시는 기존 제조업 기반의
지역경제 구조에서 해양공간을 활용한 해양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
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양플랜트 산업과 기술을 이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표 3-19> 동해안권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과 주요 해양수산 정책
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주요 정책

 동북아 해양수도 기반 조성
 어업·수산업, 수산업가공·저장업 발달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신해양산
 항만 등 입지로 수상운송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 업 육성과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부산시

서비스업 등 특화

산업 기반 확충

 세계적 해양관광지와 해수욕 이용객 최다
 수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해양혁신 클러스터, 해양법률·금융 등 기반구축 과 글로벌 해양식품 산업 중심
등 해양혁신기반 조성

도시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
 선박 및 보트건조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추진
 액체화물처리 전국 1위
 울산 방어진항 해양수산복합공
울산시
 고래특구 등 지역특화 해양생태관광 추진
간 조성사업 추진
 제조업과 조선업 특화(조선업 위기로 현대중공업  북방경제교류 정책 추진
인원 감축)

 해양 ICT 플랫폼 조성을 위한 포
항항 구항 재생사업 추진

 수산물 가공·저장업 특화
 포항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포항시  포항항, 동빈내항, 포항운하 등 수송운송업 특화
조성
 지역내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
성계획

 수산물 가공·저장업 특화
 골드비치 랜드마크 조성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정동 해안단구 힐링로드 조성
강릉시
 경강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 용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
 속초, 양양 등 주변 도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 분포 구축
자료: 해당 지자체 내부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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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수상운송업과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으나, 철강산업의 쇠
퇴와 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쇠퇴를 겪고 있
다. 포항시는 해양 ICT 플랫폼 조성을 위한 포항항 구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철강산업에서 해양신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역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어
패류와 해양식물, 해수 등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하고 있다.91) 또한,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건설된 경강선과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었다. 경포해변과 정동진, 수중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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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양관광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91)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1273 (검색일: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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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해양도시의 개념
국제사회와 선진국에서는 연안·해양을 국가·지역경제의 미래 신성
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유럽, 미국 등은 과거에 해양공간
과 자원을 단순히 물류의 공간, 자원의 개발공간 등으로 활용하였다
면 현재는 해양수산 관련 클러스터 조성, 해양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전통산업과 해양기술·지식과의 융·복합으
로 신산업 창출 등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안·해양공간의 개
방성, 독특성, 다양성, 역동성과 해양수산 경쟁력, 해안도시의 매력성
을 연계한 신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한데, 기존 해양, 도시, 항만, 산
업, 수산 등 분야별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과 도시의 통합
운영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창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73

<그림 4-1> 신 해양도시의 조성 개념

주: 저자 작성

신 해양도시는 해양경제 기반 연안·해양의 새로운 국가·지역 발전
체계로, 해양수산 자원·산업과 연안·해양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
한 연계한 해양경제의 혁신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신 해양도시 조성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업의 집중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연안·해양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
고, 신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해양수산 특화사업과 국가정책의 상호연계 발전 모델로 발전해야 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 해양도시는 고도의 첨단 해양기술·인력·
지식이 집적된 해양경제의 중심도시, 해양수산 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해양산업의 중심지, 국가 해양력 강화의 공간 거점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다.
<표 4-1> 신 해양도시 개념(안)
신 해양도시, 해양수산 지역혁신경제체계의 모델로 해양수산과 연관한
산업·인력·지식·기술·아이디어 등이 집적된 해양경제 기반 도시
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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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통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1) 해양·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신 해양도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해양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관련된다. 우선 시대가치 변화를 따라, 고도성장기의 도시·
해양개발은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하여 추진하였다면, 현재는 사람
중심의 사회경제적·문화적·환경적·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이 살아 있
는 해양과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의
통합관리방식에 있어 해양의 도시공간이 단절되어 단일기능으로 운
영되었다면 현재는 해양과 도시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 범위를
고려한 통합공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방식도 과거에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관리방
식에서 참여·숙의민주주의가 정착화된 현시점에서는 지역이 주도하
여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해양도시의 상생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해양과 도시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부문별 접근보다는 지역 기반
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성장 등을 위한 정책연계구조를 확립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러한 전반적인 해양·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예전에는 해양과
도시의 단일기능 위주의 물리적 개발방식을 적용하였다면, 현재는
해양과 도시 기능의 조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해양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위한 지역혁신거점 등 복합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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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해양·도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종전 패러다임

신(新) 패러다임

가치

경제 우선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제공

►

사람 중심의 사회경제적·문화적·환경적
가치와 공공성 조화

공간

해양과 도시의
이원적 성장관리체계

►

해양과 도시공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통합성장관리체계 도입

주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관리

►

지역 주도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상생협력 추진

정책

해양수산, 도시, 환경 등
부문별 정책 수행

►

해양도시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성장 등을 위한 정책연계구조 확립

개발
방식

해양과 도시 단일기능 위주의
물리적 개발방식 적용

►

해양·도시기능의 조화를 통한
복합활용방식 추구

주: 저자 작성

2) 해양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 조성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이어져 온 경제 저성장이 지역경제의 장
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안·해양에 위치한 조선업과 제조업
기반의 국내 도시는 조선업 불황과 함께 심각한 지역쇠퇴로 길로 접
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현상이 아니
다. 유럽, 일본 등에서도 경제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에서 첨단기술·
정보 등 지식기반 산업경제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항만도시가
쇠퇴하면서 해양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해운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
히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는 구체적 해양경제의 성장 목표를 제시
하고 해양산업의 발굴과 전통 해양수산업의 혁신체계 도입 등을 통
해 국가·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해양생
명공학, 양식,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해저광업 등을 중점 투자대상으
로 정하였고, 미국은 해양통신, 해양관측,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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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저성장과 산
업구조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국
정기조로 정하였다. 해양수산부도 국정기조에 따른 글로벌 해양강국
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양기반형 국가경제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해양도시 조성은 제조업과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도
시를 해양신산업과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전
환하여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
<표 4-3>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공간으로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세계·국가 경제여건 변화
 해양경제의 중요성 부각
 제조업기반에서 고도 서비스업으로
경제체질 개편 중
 조선업,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쇠퇴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제조업·항만·수산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 필요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장비,
⇒
해양법률·금융 등 해양신산업과
해양경제 성장
 해양경제 혁신체계 도입을 통한
해양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주: 저자 작성

3)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전략으로 활용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제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수도권의 집중과 도시쇠퇴가 계속되는 상
황에서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92)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구)지역발전위원
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혁신
도시 등을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지역유

92)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39954&pkgId=
49500690(검색일: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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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혁신과 거주강소지역 등
으로 조성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여건을 보면, 기존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가 집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전남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의 저성장 추세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전반적으
로 해양수산 관련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해양수산 정책 수요
는 부산·인천 등 기존 해양도시에 더 집중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부
문의 지역 불균형 발전은 더 심화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만 하더라
도 해양과 관련된 기업·연구원·공공기관 등을 부산시에 더 집적시켜
해양신산업의 거점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해양수산 인프라가
부산 등 동남권 해양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남해안권에 있는
해양수산 기반 도시는 해양수산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해양수산업 기반 도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을 지속시키기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해양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균형
발전과 해양수산 관련 자립적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서·남해안권의 해양수산 기반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표 4-4> 해양수산 균형발전 전략으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전략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의 국정기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도모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지역혁신
성장 거점으로 활용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

 도시별 해양수산업의 신산업화와 지역기
반산업과 연계한 해양수산 발전전략 추진
 해양수산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도시 조성 필요
 해양수산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수요 증가

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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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플랫폼으로 활용
혁신성장은 지식·기술·인재·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기업 혁신활동
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의미한다.93)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2018년 2월에 수립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에서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
해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부터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
대화와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
는 것으로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94) 특히 지역 혁신성장을 고도화하
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 특화자원과 생활·문화·산업이 공존하
는 ‘지역특화 소형 혁신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혁신성
장플랫폼으로 전환’, ‘기존 혁신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클러스
터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현재 해양수산의 혁신성장은 해운·항만·수산·해양관광·해양생태
등 다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종사자의 고령
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등 양식
산업의 고도화가 추진 중이고, 해운·항만 등 분야에서는 선박 대형화
경쟁체계에서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서비스 경쟁체계로 변화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고도화, 해양바이오산업의
부상, ICT·AI 등과 결합한 해양첨단장비시장의 확대 등은 혁신성장
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해양수
산 경제정책과 연계된 혁신공간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정책은 미흡
하다.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 혁신성장과 지역혁신성장체계가 연계
93) 서중해, 「혁신성장 정책연구의 방향과 과제」, 2018. p. 2.
94) 본 전략에서는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방안으로 산학연 상시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산학
연 공동연구 활성화, 전주기 기술사업화 시스템 확충,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 등의 방안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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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이다. 신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의 지역 특화자
원과 지역혁신역량을 결합한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
전통 해양수산 산업에 AI·ICT·로봇 등 과학기술의 적용·확산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기술센터와 도심·항만쇠퇴지역 내 유휴시설·부지 등을
활용한 혁신공간 마련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95)
<표 4-5>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지역 혁신성장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정책수요 증가
 지역연고산업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체계 구축
 지역특화자원과 생활·문화·산업이 결
합된 소형 클러스터 구축
 도심쇠퇴지역과 산단 등 유휴 국·공유
지를 활용한 창업·정주환경 조성 등

 해운·항만·수산·해양관광·해양생태 등 지
역 기반의 통합혁신 플랫폼 구축 필요
 지역특화의 중소규모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과 클러스터 간 연계 시너지 창출
 항만·어항 등 유휴부지·시설 등을 활용
한 혁신공간 조성과 산학연 협의체를 통
한 새로운 해양비즈니스 창출

⇒

주: 저자 작성

5)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 정주도시 조성
도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다와 접한 도시는 내륙도시보다 자연재해의 노출 기회가 많고, 기
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도가 크다.96) 기후변화에 의

95) COVE(Ocean Ventures & Entrepreneurship)는 핼리팩스항만의 유휴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해양창업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업-연구소-대학의 협력공간 조성
(https://coveocean.com/, 검색일: 2018. 9. 10).
* Startup Yard(청년 해양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Ocean connector(혁신아이디어 공
유를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DeepSense(대학생, 전문가 등 해양창업지원 프로그램), Innovation
& Entrepreneurship(해양혁신기술 솔루션 개발 지원 프로그램).
96) 국립해양조사원이 1989~2016년간 관측한 해수면 변동분석 결과,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높이는
2.96mm/yr의 속도로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0.1mm/yr2의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국립해
양조사원,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속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보도자료,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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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사회위험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커짐
에 따라 이에 대한 도시개발의 한 모형으로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ce
city)97)에 관한 관심이 높다(최지연 외, 2016, p. 63).98)

<표 4-6>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 정주도시로서 신 해양도시의 조성 방향
구 분
생태적 연결성
재해 안전성
장소성과
다양성
심미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주요 내용
육지와 바다의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해안의 접근성을 보장
재해 대응 도시계획 개선, 바다와 도시 사이의 완충공간 조성, 자연제방
기능을 담당할 자전거도로, 해안숲 등 조성
친수공간 조성과 다양한 문화·여가시설 조성
축제,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
쾌적한 바다 경관 유지와 바다조망점 등 보전·형성
자연해안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해안의 복원 등을 통해 해양도시의 생태
적 지속가능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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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공공적·공유적 가치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시민이 즐기는 배려의 공간

주: 저자 작성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자연해안선 비율이 낮고, 해
안에 바로 접해 건축물과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자연재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접근성과 심미성 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 시대가 개인의 행복, 건강한 삶, 여가·안전의 가치 추
구 등이 중요한 만큼, 신 해양도시는 바다의 친수성과 안전성, 쾌적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정주도시로서 신 해양

97) 도시 회복력은 특정 재난 피해손실 예방과 완화를 넘어 다양한 위험에 적응하는 도시역량(서지영
외, 2014, p. 52).
98) 미국 뉴욕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이후 재해에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과감
히 비우는 후퇴 개발방식을 적용. 바다에 접한 공간은 ‘습지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
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https://www.nycgovparks.org/parks/hunters-point-south-park,
검색일: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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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생태적 연결성 확보, 회복탄력성
증진, 장소성과 문화적 다양성, 해안 경관의 심미성, 환경적 지속가능
성, 사회적 포용성, 관광·여가활동 증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2> 네덜란드 로테르담 기후변화 적응 대안 예시

자료: Rotterdam Climate Initiative(2012), p. 108

제2절 신 해양도시의 조성 기본방향과 정책제안
1. 신 해양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신 해양도시 조성의 목표는 해양과 도시의 가치와 기능을 분리해
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과 도시의 종합적 연계체계를 마
련해 해양도시라는 신성장 공간모델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신 해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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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양경제의 가치, 해양과 도시의 사회문화적 가치, 생태와 안전
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해양경제의 혁신플랫폼이면서 해양도시문
화의 거점과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림 4-3> 신 해양도시 조성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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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해양도시 조성의 정책 추진방안
신 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성,
혁신성, 공공성, 다양성, 안전성, 생태 건강성 등 해양가치가 살아 있
는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신 해양도시는 항만·수산·도시의 기능
이 조화된 공간,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가 넘치는 공간, 다양한 사람
들이 살고 놀고 일하는 마당(yard)과 같은 활력공간, 쾌적하고 안전
한 주거공간, 환경 생태적 가치가 살아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신 해양도시는 도시민을 위한 신산업공간, 해양창업공간, 주
거·문화·여가공간, 해양과학기술의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해 사람·정
보·자본·혁신기술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 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신 해양도
시 체계와 협력형 네트워크 구축’, ‘신 해양도시계획 체계 수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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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도시 만들
기 사업’을 제안한다.
<그림 4-4> 신 해양도시 조성의 정책 추진방안

자료: 저자 작성

1) 신 해양도시 체계와 협력형 네트워크 구축
신 해양도시의 발전전략은 도시별 해양수산 자원과 도시·해양수산
발전역량 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도시의 해양경
제 규모와 도시 성장의 수준에 따라 ‘스마트 신 해양도시’, ‘거점형
신 해양도시’, ‘성장형 신 해양도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스마트 신 해양도시’는 부산시·인천시·울산시·창원시와 같이 세계
해양도시와 협력·교류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제의 중추도시로
육성 가능한 곳을 말한다. 부산·인천은 해양수산 인프라와 해양수산·
도시정책역량 등이 갖춰진 도시로, 해양수산 혁신기술과 도시인프라
를 결합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84

제 4 장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거점형 신 해양도시’는 화성시, 보령시, 목포시, 여수시, 강릉시,
제주시 등과 같이 지방의 중추도시로서, 도시가 보유한 해양수산 경
쟁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변 중소도시와 어촌지역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이다. 거점형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도시산업
을 연계한 경제구조 재편과 지역특화 해양혁신생태계 구축, 해양전
통산업의 신산업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 경쟁력을 키우고, 거점형 도시
간 ‘강소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성장형 신 해양도시’는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도시로 인구감소
와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을 말한다. 우선, 이 지역
은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
되어야 하며, 전통적 해양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경제활동을 유
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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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신 해양도시 체계 구축과 유형별 전략 마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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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도시 체계는 기존 도시경쟁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시·지
역의 협력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확산보다는 해양도시의 다양한 발전요소를 공간적으
로 연계해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인재·기업 등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 해양도시계획 체계 수립
신 해양도시계획은 연안·해양계획(coastal & marine planning)과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결합체계이다. 해양과 도시공간의 기능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효율적 공간과 산업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항만토지이용체계(port lands planning
framework)99)를 수립해 항만도시 경제발전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항만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포항 송도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100)은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
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지역을 해양레저관
광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계획은 도시경쟁
력 향상을 위해 해양 MICE 산업지구와 복합 문화·예술지구 조성,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해양레포츠 융·복합 플랫폼 조성, 기상·방재
ICT 융복합 조성,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9) 항만토지이용의 여섯 가지 필수요소로 ① 대형화와 다양성 ② 도시와 자연 ③ 장소성과 정체성 ④
생태와 인공 수변공간조성 ⑤ 모범적 주거환경 조성 ⑥ 혁신공간구조 설정 (Toronto, “Port lands
planning framework”, 2017. pp. 35~36).
100)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의 슬로건은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 도시로 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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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토론토 항만토지계획 체계

주: 업무·상업·주거지구 등 복합용도체계를 적용하고, 항만 인접지에 항만지원 산업지구와 해상운송지구
를 지정함. 항만과 업무·상업·주거지구 사이에 미디어·디자인·가구단지 등을 조성해 항만과 주거지역
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며, 해안 산책로와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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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oronto(2017), p. 96

<그림 4-7>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의 기본구상

자료: 포항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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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도시계획 체계는 해양과 도시의 경제산업, 생태환경, 토지
이용, 교통체계, 자연재해, 주거환경 등과 현재상태와 미래수요를 고
려하여 토지·해역이용, 해상·육상교통, 육역·해역환경, 공원·녹지축,
자연재해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공간구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 해양도시가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
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101)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는 도시의 해양경제와 해양수산 산업여건, 지역
혁신역량에 적합하도록 지역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연계
한 효율적 혁신체계라 할 수 있다. 해양도시가 보유한 해양수산 특화
산업을 지역 기반산업과 해양수산 R&D, 지식·비즈니스 생태계와 연
계하여 새로운 해양수산 비즈니스모델과 창업기회를 만들어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의 해양클러스터가 좋은 사례가 된다. 아이슬란드 해양클러스터는
연어의 100% 활용을 목표로 수산가공품, 포장기술, 제품디자인, 정
밀기계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101) 김선배 외(2016, pp. 79~80)에 따르면,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는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도모를 정책목표로 하고, 스마트는 지역경제 및 산업여건과 혁신역량 그리
고 지역발전전략에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혁신생태계는 일정 지역을 적정 단
위로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효율적 혁신생태계를 의미”
한다고 함.

88

제 4 장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그림 4-8>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향(안)

자료: 저자 작성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양수산 혁신
성장사업은 해양수산 산업과 지역주력사업, 지역혁신역량 등이 결합
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 인천 등과
같은 항만·물류산업이 특화된 도시에서는 해양조선의 BIZ 밸리를 조
성해 해운조선의 R&D, 해양금융·법률, 해운조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사업이 필요하다. 수산생산·가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수산생산·처리·가공·보관을 동시에 추진하고, 수
산물의 완전활용을 위한 창업지원과 금융지원 등이 연계된 수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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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지역주도 해양수산 혁신성장사업 예시

<해운조선의 BIZ 밸리 조성>

<수산가공·유통과 수산금융 클러스터 구축>
자료: 저자 작성

4)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변
(seafront) 공간의 조성은 중요하다. 해변 공간은 도시민과 바다를 연
결해 주는 매개공간인 동시에 해양문화·여가·관광·레저를 위한 공간
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많은
해양도시에서는 항만 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재활성화하
고 도시의 새로운 경제·문화·생태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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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해양도시로 잘 알려진 독일 하펜시티, 스페인 빌바오102), 덴마크
코펜하겐 등은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해변 공간에 미술관, 박물
관, 해안공원 등 랜드마크적 관광·문화시설 등을 만들어 산업도시에
서 세계적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볼티모어
시는 볼티모어 종합계획(Baltimore Inner harbor 2.0)을 수립해 내항
의 공공접근과 친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친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내항의
해변 재생 디자인은 4대 요인-‘산책로’, ‘연결성’, ‘녹색 인프라’, ‘매
력적 장소생산’-을 반영해, 도시민에게 항만도시의 자부심을 고취하
고, 쾌적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했다.103)
<그림 4-10> 볼티모어 내항 전경
제
4
장

자료: http://baltimorecollegetown.org/explore-baltimore/life-in-baltimore(검색일: 2018. 9. 15)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안선과 해변(seafront)
을 핵심공간으로 한 해양과 도시를 연결하는 ‘해양도시재생 뉴딜’이
102)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는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이르는 말로, 1997년 개관 이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독특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인구 40만
명이 되지 않는 빌바오 시에 한 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수십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생겨
남. 이후 빌바오 효과는 도시의 세계적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
고 있음(http://arkonet.tistory.com/233(검색일: 2018. 9. 15).
103) 볼티모어 내항의 재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지연 외,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2017. pp.
28~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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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해양도시재생 뉴딜은 해양도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사
회경제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추진하되, 기존 공간 재활용과 해체,
복원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부산시, 인천시와 같이 대형 항만과 대도시가 인접해 있고 신항만
건설에 따라 항만기능이 이전되어 기존 항만부지·시설이 유휴화된
곳은 ‘부산 북항 일원 통합개발계획’과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
랜’ 등과 같이 항만과 도시의 통합재생체계를 시민과 함께 마련해 꾸
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재생사업 추진 시 노후화된 항만·
산업시설 중 역사적·장소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스토리텔링이 가능
한 시설 등은 문화예술시설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1> 코펜하겐 Portland tower와 마르세유 J1

<코펜하겐 Portland tower>

<마르세유 J1>

자료: 저자 촬영(2017. 11)

예를 들어 코펜하겐의 Portland tower는 과거 곡물창고로 이용했
으나 2014년 주거·업무·상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8년 2월에
는 독일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있는 J1홀은
1920년 선박 보관시설로 지었으나, 현재는 건축가가 재설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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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전시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천내항 8부두 상상플랫
폼 사업과 부산 F1963과 같은 노후항만·산업시설을 문화예술·여가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4-12> 인천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과 부산 F1963

<인천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조감도>

<부산 F1963>

자료: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7551,
http://www.busanin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3375(검색일: 2018. 9. 15)

해양 역사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군산시와 목포시, 속초시
등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해양역사교
육과 관광을 위한 해양박물관, 바다도서관 등과 같은 해양문화복합
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해양도시 조성전략에서 생태적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중요하다. 국내 많은 해양도시는 대규모 매립
이 동반된 개발사업으로 갯벌 등의 연안 서식지가 많이 훼손·손실되
었다. 이로 인해 해양도시의 생태환경은 악화하였고, 재해 영향을 완
충해주는 공간이 사라짐에 따라 재해피해가 더 커졌다.
신 해양도시는 연안 서식지의 복원과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안에 들어선 항만·어항·산업단지·택지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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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훼손된 습지와 매립·제방 등에 의해 단절된 갯벌 등에 대한 복
원사업104)이 필요하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생태자원·관광·교육 등
과 연계하여 해양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성
군에 있는 율포해변과 율포 해송숲의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2013
년까지 진행하였다. 율포해변105)을 복원하기 전에 해변에 주택과 상
가 등이 난립하고 해변 전면에 선박 등이 정박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재해 시 위험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해변에 접근하기조차 어
려웠다. 복원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 이주단지를 율포해변 배후지역
에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 대화를 해서 10년에 걸쳐 이주시켰다.
현재는 율포해변과 해송숲을 복원해 해양종합휴양지로 활용하고 있
다.
<그림 4-13> 속초 칠성조선소와 군산 뜬다리 전경

<속초 칠성조선소>

<군산내항 뜬다리>

 칠성조선소는 속초시가 수산업이 활
황이었던 1950년대에 설립하여 3대
째 운영
 (과거) 목선건조 → (현재)레저용 보
트 건조
 수상레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군산내항 뜬다리(부잔교)는 조수간만
의 차가 큰 특징을 살려 물이 뜰 수 있
는 구조물
 일제가 쌀 수탈을 위해 뜬다리(1926~
1933년) 6기 설치, 현재 3기만 남음

104)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갯벌복원은 물리적 구조변경
또는 생태적 기능 개선으로 훼손되기 이전의 갯벌 상태에 가깝게 회복하는 것을 말함.
105) 보성 율포해변은 폭 60m, 길이 1.2㎞로, 해송 1천 그루를 심어 마을 해송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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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촬영 (2018년 5월, 10월 촬영)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도시 만들기 사업은 생태적·문화적·공간적으
로 단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해, 도시공간 내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도시공간에 투영시켜 해양도시
민으로서 자긍심을 올려 도시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4-14> 보성 율포해변의 복원 전·후 전경

복
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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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원
후

자료: 보성군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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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세계의 다수 도시는 바다를 통해 성장해 왔다.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도시발달에 있어 바다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위한 이동
공간, 해양자원의 탐색 공간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해
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해
양정책106)을 대폭 강화하였다. 2010년대 초반에 세계 금융위기를 거
치면서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기후변화 등에 의한 전 지구적 환
경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
로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는 신성장동력을 해양에서 찾는 노력을 시
작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해양경제의 중요

106) 19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미국은 2000년 「해양법」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해양강국 건
설을 위한 「국가해양산업발전계획요강(2001~2010)」을 수립하였음. 유럽연합은 유럽의 미래해
양전략인 「Green Paper」를 2006년에 마련하였고, 일본은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함.
우리나라는 1987년에 「해양개발기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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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조되고, 해운조선업 등의 침체에 따라 쇠퇴한 항만도시를 중
심으로,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 항만도시 재생, 해양 신산업 발굴,
해양과학기술의 적극 투자 등을 통해 도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이
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 자원·산업과 도시혁신역량이 압축된 새로운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을 해양경제와 도시경쟁력의 국제사회 동향,
주요 해양도시의 사례 분석, 국내 해양도시의 경쟁력 진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해양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미국, 중국, 한국 등 국가 해양경
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추진
OECD(2016)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2010년 대비 2030
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 해양경제 성장전략으
로 해양산업 간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클러
스터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수산 혁신 창업보육체계 구축 등을 제안
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은 국가·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해양경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해양경제총생산을
국가 GDP의 14%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제 규모는 국가 GDP의 6.4%로, 세계 해양력의 10~12
위권에 속해 있다. 그러나 국내 해양경제는 해운조선업에 크게 의존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해운조선업의 침체가 계속되면 해양경제 규
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내 해양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해
양수산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고부가가치화의 체계적 추진과 해양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할 해양금융·법률·규제개혁 등 공공지
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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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보호주의 확산, 기후변화, 국제물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도시경쟁력 강화 추세
2000년대 이후 글로벌 환경변화, 스마트 기술발달, 환경규제 강화,
세계 조선해운업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도시는 살
아남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항만이 쇠퇴하여 경제
침체를 경험한 많은 도시에서는 해양과 도시를 연계한 해양도시 혁
신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해양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OECD(2014b)는 항만도시가 국가·지역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재작동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항만도시 구축. 고부가가치 항만산업과 일자
리 창출, 친환경 도시녹지체계 구축, 항만연계 복합토지이용체계 마
련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계 30개 해
운 도시를 평가한 Menon Economics(2017)는 해운도시의 경쟁력은
세계적 해운기업(본사)의 입지와 매력적 도시환경에서 나온다고 보았
고, 앞으로 미래 해운도시의 경쟁력은 어떤 도시가 해양경제 변화와
디지털 혁명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하였다.

3) 중국 산둥성의 해양강성, 영국 헐의 해양도시계획,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 등 국가·지역 해양수산 역량에 맞는
해양도시 발전방안 추진
산둥성은 산둥의 해양 우위(優位)를 강조한 해양강성(海洋强省) 발
전방안 중 하나로 ‘청도의 국제해양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청도는
해양산업의 현대화, 스마트 해양수산업 혁신, 국제해양금융산업 발
전 등을 추진하고, ‘해양문명 청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일대
일로에 포함된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헐은 과거
항만과 수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도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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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난했던 도시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났
다.107) 헐은 ‘성장’, ‘탄력’, ‘포용’의 해양도시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항만건설, 해양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에너지연구아카데미 설립, ‘헐: 요
크셔 해양도시 프로젝트(해양문화유산 기금 조성, 해양박물관, 노후
조선소를 활용한 선박복원 등)’를 추진하고, 유휴부두에 C4DI@
THEDOCK를 만들어 디지털 해양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는 아이슬란드
의 대표어종인 ‘대구(Cod)’의 100% 활용을 위해 전통어업과 수산가공
첨단기술의 연계, 창업가와 투자자의 연계, 그리고 산업간 연계를 위
한 지식·산업·사람의 공유 플랫폼이다. 해양클러스터는 레이캬비크를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4) 국내 연안지역 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 도시경제
규모, 재정역량, 해양산업 기반 등 지역 격차 심화108)
우리나라 연안 인구는 2017년 기준 전 인구의 33%인 1,702만 2천
명이고, 이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연안 도시인구는 지난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0.73%p씩 증가해 전국 연평균 0.5%p보
다 높다. 인천·경기·충남 등 서해안권 도시지역 인구는 증가했고, 부
산,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남·동해안권 도시지역 인구는 감소했
다.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광역도시인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에서 전체 44%, 인구 10만~30만 규모의 17개
107) 영국 The Guardian은 헐에 관한 기사 제목을 “To Hull and back: the rebirth of Britain's
poorest city”(2014. 9. 11)”로 함.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4/sep/11/-sp-to-hull-and-backthe-rebirth-of-britains-poorest-city(검색일: 2018. 8. 10).
108) 본 부문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를 사용해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 제3장
(pp. 34~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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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26%를 차지하였다. 연안·해양 도시는 제조업에 의존한 산업
구조를 보였고, 산업다양도 지수도 전국 수준보다 낮았다. 국내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14년 기준 전 산업의 6.4%를 차지하고, 이 중
조선업이 37%, 수산업 13.5%, 해운항만물류업 12.5% 순이다. 해양산업
사업체는 2016년 기준 1만 7,854개로, 이 중 부산·울산·경남에 54%,
인천·경기에 22.9%가 분포해 있어, 해양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5) 연안·해양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은 항만·해운과 수산가공 부
문에서 높았으나, 해양관광, 해양환경·생태, 도시 성장기반과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우리나라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을 진단해 본 결과, 수
산가공·저장 부문에서는 부산시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았고, 여
수시, 강릉시, 보령시, 포항시도 높은 특화지수를 보였다. 해운·항만
부문은 항만 인프라가 조성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이 경쟁력이
높았고, 수송운송업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등이 높았다. 해양관광 부
문은 부산시, 제주시, 강릉시가 경쟁력이 높았다. 해양환경·생태 부
문에서는 대체로 주요 도시는 경쟁력이 낮았다. 지역 성장잠재력에
서는 부산시, 울산시 등 광역도시보다는 화성시, 제주시, 보령시, 여
수시 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주요 해양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의 격차 심화와 해양수산 정책·
사업과 지역경제·산업의 연계 부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에 한계
주요 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의 종합적 진단결과, 해양수산 인프
라와 국가정책 수요가 부산시와 인천시에 집중됨에 따라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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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오랫동안 축적된
수산가공,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북
아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수산 정책의 집중투자와 맞물리면
서 세계 해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 외 중소도시의
해양수산정책과 사업은 종합적 지역발전체계에 따라 수립·이행하기
보다는 단편적·부문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장소) 중심의 해양수
산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7) 신 해양도시는 해양수산 지역혁신경제의 모델로 해양수산 산업·
인력·지식·기술·아이디어 등이 집적된 해양경제 기반 도시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양, 도시, 항만, 수산, 산업, 관광 등 기능별·분야별로 접
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과 도시의 통합운영을 통한 새로운 시
너지 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신 해양도시는 해양경제 기반의 연
안·해양의 새로운 국가·지역발전체계로, 해양수산 자원·산업과 연
안·해양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연계한 해양경제 지역혁신 모
델로 정의할 수 있다.

8) 신 해양도시 조성은 해양경제의 성장,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 구축, 정주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성과 쾌
적성 보장을 위해 필요
신 해양도시는 사람 중심의 사회경제적·문화적·환경적 가치와 공
공성이 조화된 도시로,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물리적 개발을 지양
하고 해양공간과 도시공간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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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지역혁신거점이 필요하다. 특히 신
해양도시를 통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활용, 해양첨단장비와 기술개
발, 수산 혁신산업 구조 개선, 해운·조선서비스업 강화, 해양관광·문
화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와 부가
가치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시, 인천시 등 일부 세계적 경쟁력
을 갖춘 해양도시에 집중투자도 중요하지만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 해양도시 조
성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신 해양도시는 스마트양식, 스마트항만, 해
양바이오산업의 부상, 해양수산 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성장
의 장(場)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삶, 여가·안전가치 추구 등 도시민의 더 나은 정주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신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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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1)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신 해양도시 국가전략 마련
해양수산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정기조하에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
로벌 해양강국의 전략은 해양수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진 해양강국
수준으로 길러 국민 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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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산업과 연안·해
양 발전이 결합된 신 해양도시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통합 해양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신 해양도시 조성·육성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5-1>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신 해양도시 조성방향(안)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 해양수산 역량에 적합한 신 해양도시 개발전략 마련
신 해양도시는 도시별 해양수산 역량과 특성에 맞춰 조성되어야
한다. 부산시·인천시·울산시 등 광역도시와 같은 해양경제의 중추도
시들은 해양수산 인프라와 지역이 보유한 산업기반 등을 연계하여
해양신산업 발굴과 해양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해양혁신 클러스터와 부산 북항재개
발과 연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의 거점, 해양금융·법률 서비스의
중심지, 수변공간의 재생 등을 통해 세계 해양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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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플로팅 기술과 결합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허브도시 조성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형 신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군산시, 목포시, 거제시 등 조선업의 쇠
퇴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지역은 해양수산 공간·자원과 도시·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재편과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
부가가치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해양도
시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군산항을 중심
으로 해양신산업구역, 해양생보호구역, 도시재생구역, 도서연계복합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해
양신산업 창출과 인재·기업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

<그림 5-2> 군산항 주변 해안공간 연계활용 기본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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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2018), 항만 및 주변해안공간 연계 개발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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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도시 개발 전략과 혁신도시·도시재생뉴딜 간 연계 추진이 필
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자립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강화할 예정으
로, 부산 해양혁신도시의 주요 테마는 첨단해양 신산업이며, 울산시에
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양 대도시에 집중된 혁신도시 계획을 지방 해양중소도시
로 확장하여 중소규모의 해양 혁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
생뉴딜 로드맵109)에서는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기반
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항만재개발, 어촌재생뉴딜 300과 연계하여 노후·항만과 어항
부지 내 창업공간과 복합문화공간, 지역상권 재생 등을 통해 해양도시
재생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3)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신 해양도시권 네트워크 전략 제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110)에서
는 국토의 범위를 내륙에서 해양·섬·산지로 확장하여 압축적 토지이
용과 생태융합형 공간구조와 경제·생활융합형 강소도시권 구상을 제
시했다.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국토공간 구상은 도시-지역연합체계를 구
성해 메가도시권을 글로벌 도시권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도시권을
더 성장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도시권 형성
109) 관계부처 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요약)」, 2018.
110)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지자체·지역연구기관 합동 설
명회 발표자료, 2018. 5. 29.

106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과 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국토공간 전략에 글로벌 해양도시권과
메가 해양도시권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구조가 해
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만큼 해양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권
과 메가 도시권 형성, 그리고 해양도시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섬지역 등과 연계한 해양·국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그림 5-3>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국토공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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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8. 5. 29),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지자체·지역연구
기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 p. 50

4)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한반도 신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하
여 새로운 경제 활로 개척과 경제통일 기반구축이다.111) 한반도 신경
111)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검색일: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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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3개 경제벨트, 동해안권 에너지·자원벨트, 서
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
한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 신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
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양도시 간 협력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5-4>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

자료: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 precision map/
(검색일: 2018. 6. 4)을 활용해 저자 작성

예를 들어 동해안권의 해양도시 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6·28 방침과 2014년 5·30 담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경제개발구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북한

108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동해안에 있는 경제개발구는 나진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 관광특
구를 비롯해 청진, 어랑, 북청, 흥남, 현동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남한 해양도시의 쌍둥이(Twinning) 도시모델을
마련해 도시 간 협력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해안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환동해 크루즈, 수산가공,
해운·조선산업 기반 등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방향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술협력-해양예보·관측기술, 해양심층수기술,
해양레저장비기술, 수산양식기술, 해양구조물 건설 기술, 선박자율운
항 기술, 연안재해피해저감 기술, 해양생태계복원기술, 항만개발과
항만안전 고도화 기술 등-을 통해 해양도시의 지역혁신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동해안 해양경제권 구축을 통한 동해안 해양·연안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림 5-5> 동해안권 해양도시 간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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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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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신 해양도시 개념과 육성방안 제안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충남연구
원의 ‘충남 신 해양도시 개념과 육성방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각 해역의 차별적인 해양수산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역
별 거점 해양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충남 서해안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제적·정치적인 부상과 함께 환
황해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해안권 정책으로서 해양도시 조성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충남 서해안 연안도시(지역)를 지역거점 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
보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1) 충남연안의 역량과 한계
충남연안은 타 연안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 분야에 걸쳐 대체로
3~5권에 속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위상이 높은 분야는 해양환
경 분야로서 서해안 특징인 리아스식 해안선과 갯벌(습지), 도서(섬)
를 보유하고 있고, 신두리사구, 가로림만 해역 등 해양생태·생물자원
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또 친수공간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대천, 춘장대, 무창포 등 수도권 관
광객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이 있다.
반면, 해양환경과 대비되는 지표로서 전국 연안 시·도 중 산업단지
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기도 하다. 아산, 서산, 당진 연안에는 중공업
이 발달해 있고, 보령, 당진, 태안, 서천 연안에는 화력발전소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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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가 수 및 어가 인구가 전국 2~3위권
에 속하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4위이다. 그러나 전국 연안과 비교
하여 도시지역 면적(8위), 상하수도 보급률(10위)은 하위권에 속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도시와 비교하여 항만 SOC 시설이 빈약하
고 해운·항만·물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충남연안은 전국 연안 시·도 중에서 중상위권의 해양수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연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
고 있기도 하다.
첫째, 다수의 해양오염원이 존재하고, 해양쓰레기가 과다 유입되
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 북부권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서해안(태안,
보령, 서천 등)에 입지한 화력발전소, 천수만 일대의 축산폐수 등과
같이 연안 해양환경을 위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해양 기후변화 및 연안개발에 의하여 해양생태계가 변화하
고 있다. 충남연안 바다의 수온 상승 등으로 아열대성 해양생물이 출
현하고, 양식수산물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오염물질) 배출 및 무분별한 어획으로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셋째,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 고령화·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
산자원 고갈에 따라 수산업이 쇠퇴되고, 어촌 고령화·과소화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성
장이 둔화되며, 어업·어촌의 문화와 유산이 소멸되고 있다.
넷째, 해양관광 소프트웨어 미비에 따른 특성화가 부족하다. 충남
연안에는 35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으나, 주로 대천, 무창포, 춘장
대에 이용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는 세
제적인 축제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은 작은 중
소규모 지역축제로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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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양수산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해양산업 육
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 수산업, 해양관광업 중심의 해양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해양바이오, 선박수리, 수산기자재, 스마트양식 등
해양신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충남도 내에는 해양수산관련 대학, 연
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부재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고도화된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물동량이 많은 국가 무역항이 부
재하여 지역 물류산업의 여건 및 기반이 취약하다.
여섯째, 충남에는 서해안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도시가 부재하
다. 충남은 국토의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광역도로서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성하고 동북아 국가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환황해권’의
중심 지자체로서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
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양수산 관련 투자와 지정학적 이점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충남연안에는 환황해시대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연안도시가 부재한 실정이다.

2) 충남 연안주민의 인식조사
충남연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 및 생활 만족도, 해양도
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연안 6개 시·군
인구에 비례하여 총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
년 9월 한 달간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연안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및 해양도시 인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연안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및 정주인식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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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연안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
부분은 현재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활 전
반, 주거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각 18%였으나, 긍
정적인 응답비율은 각 33~40%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생활과 비교
하여 향후 만족도도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52%를 차지하여,
큰 불편함은 없으나 큰 기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안지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해양 자연환경 및 깨끗한
공기, 다양한 친수공간 등 거주·생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쾌적함
과 여유로움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바닷가와 인접한 자연환경
(484명), 맑고 깨끗한 공기(430명), 다양한 친수공간(363명)이 연안지
역에서 사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꼽았다.
셋째, 연안지역 생활에서 가장 나쁜 점은 의료시설, 쇼핑·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는 의료시설 부족(358명), 쇼
핑·문화시설 부족(298명), 낙후된 주거환경(234명), 불편한 교통(189
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 교통, 문화 등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연안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이고,
부모·친구·이웃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연안지역에서 어
업활동, 서비스업·관광업 등 경제적 이유보다는 본인이 태어나고, 가
족·지인이 많은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연안 주민들이 생각하는 ‘해양도시’ 이미지 및 기대
감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연안 주민들은
우리나라에 해양도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곳은 부산과
인천이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6%가 해양도시가 있다고 응답하였
고, 해양도시는 부산(30%), 인천(20%), 여수(13%) 순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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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는 보령, 태안이라는 의견
이 많았다. 응답자는 보령(39%), 태안(28%)이 충남연안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라고 답하였다.
셋째, 충남연안 주민들이 생각하는 해양도시는 수산업 및 해양관
광업이 활성화되는 도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는 ‘수산업이 활
성화된 도시’ 330명,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된 도시’ 272명, ‘해
변공원, 해수욕장 등 친수공간이 조성된 도시’ 242명 등 수산업과 해
양관광업 분야에 특화된 도시가 해양도시라고 답하였다.
넷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안지역을 해양도시라고 생각하고 있
으며, 향후 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과 해양관광업을 육성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안지역
도 해양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좀 더 해양도시로서 면모를 갖
추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380명), 수산업(379명)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충남연안 주민들은 해양도시가 조성되면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답자의 93%가 해양도시가 조성되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시설 부족
(403명), 쇼핑·문화시설 부족(382명), 불편한 교통문제(350명), 낮은
소득 및 경제활동 제한(330명), 낙후된 주거환경(320명)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섯째, 충남연안 주민들은 향후 해양도시가 조성되면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응
답자는 평균 4.53점으로 해양산업 육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곱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연안도시를 리모델링하거
나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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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는 도시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
견이고, 현재 연안도시의 형태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36%였다.
여덟째, 해양도시 조성정책은 국가 및 충남도가 추진해야 되고, 그
주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양도시 조성정책을 국가(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광역지자체(충남도)가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36%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다.

3) 충남 신 해양도시 조성 및 육성방안
(1) 충남 신 해양도시의 필요성
신 해양도시를 조성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그중에
서 핵심적인 논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균형적 발
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에 범죄, 오염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
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사업
은 주로 내륙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해양 진출의 창구로서 중요
한 연안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미래 국가의 균형적 발
전과 잠재적 가치가 높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안지역을 중
심으로 하는 신 해양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연안의 거점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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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 물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와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WTO,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을 통하여 경제·산업 분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환황해권, 환동해권과 같은 국제적 관점의 지역별
공동체 조성을 통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교류·
교역의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내륙 중심의 도시
로는 한계가 있다. 내륙도시는 철도와 도로와 같은 내륙교통망을 잘
갖추고 있어 국토 내에서는 이동이 편리하나, 대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부족하여 개방성에 한계가 있다. 또 내륙
도시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
고, 사전에 소음, 교통체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
치가 필요하다. 또 공항은 주로 여객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가능하
나, 수출입 화물 등의 물적 교역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개방성이 높고,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연안지역을 신 해양도시로 개
발하여 국제적인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남북교류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 및 교역의 거점
연안도시를 육성하여 인적·물적 이동을 원활하게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환황해권, 환동해권에 대한 전략적
대응차원에서 해당 연안도시를 거점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개
발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사업 이후, 해양수산 관련 공공
기관은 대부분 부산 동삼혁신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
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연구기관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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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중되면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서해안, 동해안, 남서해안 연
안 및 해역에 대한 연구 공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존
재한다. 또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이 부산, 경남, 전남에 집중
되어 있어 서해안 및 동해안에 대한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및 정책지원
으로 삼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해양수산 선진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국민의 생활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 9,744달러로 1953년 66달러에
서 약 450배 높아졌고,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 향후 5~10년 사이에 4만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과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과 노동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여가, 문화, 예술을 즐기는 넉
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다는 이러한
국민의 변화된 요구 및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
로서 해수욕,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특히 과거 부유층의 상징인 크루즈, 요트, 레저보트,
서핑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크루
즈 또는 마리나 항만, 요트클럽과 같은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신 해양도시는 국민의 친수 활동의 장으로
서 해양관광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째, 연안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주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
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 연안지역은 과거에 비하여 갯벌면적이
줄어들었고, 해안선이 후퇴하는 등 환경적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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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다. 이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영향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
부분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간척·매립하거나 골재, 모래 등 자원을
채취하고, 대형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다.
신 해양도시는 이러한 인위적인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와 해양환경, 사람과 해양생물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또 연안마을, 도서(섬) 등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거주시설,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연안 정주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신 해양도시 모델 제안
본 연구에서는 해양도시를 ‘도시의 입지적 관점에서 바다에 인접
한 연안에 위치한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즉 해양도시는 해양수산 활
동 및 자원에 기반하여 발달하는 연안에 인접해 있는 도시라고 간단
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의될 ‘신 해양도시’는 해양도시의
정의에 기반하되, 그보다 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해양(바다)에서 찾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연
안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신
해양도시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
양수산산업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하여 연안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중핵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유라시아와의 북방경제협력, 동남아 국가와의 신남방정
책, 태평양 국가와의 환태평양 연계 등 국제적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국제화된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위상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신 해양도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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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양 및 연안의 다양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연안공간이
다. 국토가 반도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연안의 다양한 공간적 요소(연
안도시, 어촌마을, 갯벌, 항만, 어항, 섬 등)가 포괄될 수 있는 연안공
간으로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양도
시이다.
둘째, 국가의 미래성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
이 경제적 기반으로 조성된 산업거점이다. 해운·항만·물류, 해양관
광·레저·스포츠, 수산업·수산산업, 해양신산업 등 해양관련 산업을
통하여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해양도시이다.
셋째, 대해양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
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인접해 있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포화된 내륙도시의 인구과밀, 산업 집적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해양의 역사·문화, 휴양·치유, 여가·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바다와 어울리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 치유, 여가,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도시이다.
다섯째, 연안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공간이며, 마
을,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 유기적 사회조직이다. 그리
고 다양한 일자리, 문화, 여가, 복지, 교육 등의 사회·경제 활동이 왕
성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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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바탕으로 신 해양도시의 정의를 간단히 종합하면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 경제·산업, 국제교류, 역사·문화, 주거·생활 등의 활동
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사는 친수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 연안공간, 산업공간, 교류공간, 친수공간, 생활공간을 도출
해 낼 수 있다.

(3) 충남 신 해양도시 조성의 육성전략
신 해양도시 육성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해양자원 및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도시 유형을 분류해
야 한다. 먼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된 지역 역량 및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 맞는 신
해양도시의 유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② 해양공간자원을 활
용한 해양산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
원과, 해양산업으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
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
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신 해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해양산업
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선택한 해
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고, 행
정조직도 그것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또 지역의 여건 및 현실, 주민
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해
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④ 대내·대외적 협업 및 연계를 통하여 추
진동력을 확보한다. 중앙정부, 충남도, 인근 시·군, 지역 내 관계기
관, 주민들과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민·관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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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시·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
운 정책과제이므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
역주민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⑤ 신 해양도시로서 정
주여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해양산
업 육성과 함께 선진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므로 주민
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과 정주여건 및 생활시설 등을 제
공해야 한다.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즐거운 여가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⑥ 지역의 해양
역사·문화·민속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성이 반영된 해양 역사·문화·민속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 이를 도시 브랜드, 도시 이미
지와 연결시켜 해양도시로서 소프트파워를 강화시켜야 한다. ⑦ 민·
관 협치를 통하여 신 해양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지
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민·관
협치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통하여 모두가 납득 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⑧ 신 해양도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 범
위를 확장해야 한다. 신 해양도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도시 조성에 따
른 성과여부에 따라 도시의 규모, 사업 범위 등이 확장되어야 한다.

4) 충남 신 해양도시 조성정책 제언
충청남도와 연안 시·군이 신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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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안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정책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충남연안 시·군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입안자 및 전국 연안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신
해양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연안지역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 해양도시를 조성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의 해양자원을 공간·환경, 역사·문화,
경제·산업으로 제안하였으나, 공간의 특성상 더 많은 해양자원이 존
재할 수 있다. 해당 연안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해양도시로
서 고유성 및 독창성을 겸비한 신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신 해양도시 조성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해양산업 육성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부(富)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
선 등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도시는 기
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은 주민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므로, 신 해양도시도 이러한 도시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또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주
민들에게 여가·휴양·문화·관광 등 다양한 해양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연안도시를 리모델링하거
나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안도시는 대부분 연안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항만산업, 관광산업, 수산업 등이 발달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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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 해수욕장이나 해양관광지의 경
우 식당업, 숙박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발달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에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존 시설 및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는 기
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당위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또 연안지역은 대단위
건설공사를 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이 점도 적극 고려되
어야 한다.
넷째, 현재의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기존에 건설된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 해양도시의 위치
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의 중요 포인트에 조성된
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찾고, 내륙 거점도
시와 연안 거점도시로 구분하여 상호보완적인 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륙 혁신도시와
연안 신 해양도시를 묶어 광역 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비전
을 설정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 해양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을 통한 신 해양도시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신 해
양도시는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
고, 실질적인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
해양도시 건설에 대한 법·제도 등의 정비를 갖추어 주면, 그것의 실
질적인 추진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해야 한다. 국가는 신 해양도
시 건설 계획을 심의하고, 선정하며, 자금을 조달해주고 감독하는 역
할만 담당하면 된다. 해당 연안 지자체가 자체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비전과 미래상, 정책방향 및 추진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신 해양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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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국가 주도로 추진된다면 전국의 신
해양도시는 개성이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국제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연안도시(또는 항만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개방성이다. 항구를 통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교류·교역된다. 현대는 이동수단 및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될 신 해양도시는 국제화를 지향
하는 도시로서 조성되어야 하고, 글로벌하게 성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상향식 신 해양
도시 조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책 사업이든 지역주민
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갈등이 유
발될 수 있다. 특히 신도시 조성사업은 개발에 따른 투기를 불러들일
수 있고, 결국 기존 주민들은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가를 형
성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 사업이라도 기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면 그 정책은 이미 추진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신 해양도시
건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 민·관 거버넌스
를 통한 상향식 정책방식이 지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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