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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세계의 많은 도시는 바다를 통해 성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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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와 수산가공․유통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해양산업․경제․과학․문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세계 해양도시로 다시 성장
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항만도시였던 Hull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다. Hull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항만 재생사업 추진,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노후․유휴 조선소와 부두를 활용한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금은 영국에서 대표적인 해양에너지․문화도시
로 거듭났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는 해양수산과 관련한 아이디어, 창의기
술과 인재 등이 모여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변신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양과 도시의 잠재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이 부족
하다. 국내 해양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해운․조선업, 항만산업, 수산업 등 1․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
고 있고, 해양생태․환경, 해양문화․역사와 해양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해양도시전략이 미흡하
다. 이러한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해양은 육지의 대체공간으로만 인식해 해양의 가치와 발전 잠재
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도시개발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해
양수산 정책․사업․인프라 등이 집적되면서 지방 중소 해양도시가 해양혁신도시로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중앙․지방정부는 부문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 도시, 항만, 수산, 산업, 관광
등을 서로 연계하여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新)해양도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신해양도시는 해양과 도시의 사회경제․역사문화․환경생태의 가치와 공공성이 조화된 도시로,
해양수산 지역혁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해양도시는 도시 고유의 해양수산 잠
재력과 가치에 적합한 맞춤형 신해양도시 종합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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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도시의 발전은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는 해양도시를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도시의 전통적 해양경제 부문인 해운․조선업․항만․수산․해양관광 등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첨단장비 등 해양과학과 연계한
해양신산업과 해양금융․법률서비스, 해양관광서비스 등 해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는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도시의 고유기능과 지역연고산업과 연계한 신해양도시
가 동․서․남해안권역별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신해양도시는 해양수산의 지역혁신플
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의 해양수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규모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서로 연계하여 협력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항만․어항 등 노후․유휴부지와 시설을 충분히 재활용해 해양수산 클러스터의 거점장소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해양도시는 바다의 개방성․쾌적성․안전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장
소성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 단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해안경관의 심
미성, 사회적 포용성, 회복탄력성, 도시민의 활력이 넘치는 신해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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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주요국,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도시 발전전략 추진
n OECD,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양클러스터 네트워크와 혁신 창업보육체계를 제안
- OECD(2016)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2010년 대비 2030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국가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양산업 간의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수산 혁신 창업보육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n 국제사회는 항만․수산도시에서 해양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
- 해양도시는 수산업 기반의 어촌마을에서 출발하여 산업혁명과 제1·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였고, 현재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도시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항만도
시에서 해양도시로 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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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클러스터, 수변공간 재생, 항만산업과
지역연고산업 간의 연계, 해안복합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고 제안함
- Menon Economics(2017)는 세계 해운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경제의 집적 효과와 민주적 의사
결정, 해양금융·법률·법·기술의 복합체 구축, 해양 R&D의 지속성, 해양혁신체계, 해양 친수성 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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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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산업생태계,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투자

로테르담

수변공간

관광/여가, 식품, 이벤트산업

각종 계획 사업의 종합적 이행, 항만
활용·연계 시너지 확보전략

바르셀로나

다양성

비항만 부문
(non-port sectors)

엔터테인먼트, 관광, 문화, 생태복원
산업 등과 연계

런던, 리버플,
보스턴

자료: OECD(2014), 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cities p,112

n 주요 해양국, 국가·지역 특성에 적합한 해양도시 발전방안 추진
- 중국 산둥성은 해양우위(優位)를 강조한 해양강성(海洋强省) 발전방안 중에 하나로 ‘청도의 국제해
양도시+ 건설’로 제시함
∙ 2018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둥의 해양우위를 활용해 해양개발 확대,
세계 일류 항만건설, 해양산업체계, 지속가능 해양생태 환경보호 등을 통해 해양강국의 비전을
달성하자’라는 메시지에 따라 ‘산둥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청도는 해양산업의 현대화, 스마트 해양수산업 혁신, 국제해양금융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고, ‘해
양문명 청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마련해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함
- 항만․수산도시였던 영국 Hull은 가장 가난했던 도시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난
해양도시로, ‘성장’, ‘탄력’, ‘포용’의 해양도시계획을 수립·추진함
∙ 친환경 항만건설, 해양신재생에너지단지와 에너지연구아카데미 설립, ‘HULL: 요크셔 해양도시
프로젝트(해양문화유산 기금 조성, 해양박물관, 노후 조선소를 활용한 선박복원 등)’를 추진하고,
유휴부두에 C4DI@THEDOCK를 만들어 디지털 해양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임
∙ Hull은 현재 영국의 대표적 친환경 항만과 해양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해양수족관, 해양
문화시설 등이 조성됨에 따라 2017년 문화의 도시로 선정되는 등 해양경제와 사회문화의 조화를
이룬 도시로 평가됨
∙ Hull은 ‘성장’, ‘탄력’, ‘포용’의 도시계획에 따라 10억 파운드의 공공·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
도시 플랫폼 등을 구축한 결과, 고용율은 증가하였고, 총부가가치 50억 3,800만 파운드(2014년)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는 542파운드가 증가하였고 발표함
(Hull city council, 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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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ull 해양도시계획의 주요 프로젝트

<그린포트 사업 조감도>

<해안침수방지사업>

<해양박물관과 선박복원 사업지>

<C4DI@THEDOCK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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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는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됨
∙ 레이캬비크의 해양클러스터는 민간주도로 아이슬란드의 대표어종인 ‘대구(Cod)’의 100% 활용을
위해 전통어업과 수산가공 첨단기술의 연계, 창업가와 투자자의 연계, 그리고 산업 간 연계를 위
한 지식·산업·사람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 Ocean Cluster House는 해양수산 관련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홍보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공동 작업공간으로 협업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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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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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해양클러스터의 주요 기능과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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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경쟁력, 지역별 격차 심화
n 연안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1)에 거주, 경제규모, 재정역량, 해양산업 등 격차 심화
- 인구규모에 따른 연안 도시2) 규모 분포를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
소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나 인구의 21.3%를 차지함
- 최근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 0.05%p로 정체되었으나, 인구 30만~50만 명의 도시는 1.78%p, 인구 50만~100만 명의 도
시는 1.36%p로 증가추세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 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인천․경기․충남 등 서해안권 도시
지역 인구는 증가하고, 부산,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남․동해안권 도시지역의 인구는 감소 추세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함.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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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안․해양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와 인구현황(2017년)
구분

인구규모

도시수

인구비중(%)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증가율(%P)

광역도시

100만명 이상

4

50.8

0.05

50만~100만명

3

11.1

1.36

30만~50만명

3

8.1

1.78

중도시

10만~30만명

17

21.3

1.05

소도시

5만~10만명

16

6.2

-0.58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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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광역도시인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에서 전체
44%, 인구 10만~30만 규모의 17개 도시에서 26%를 차지함
- 1인당 지방세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보다는 인구 50만~100만 명과 30만~50만 명의 중소
도시에 더 많았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대도시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나, 문제는 재정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임
표 3. 전국․연안 도시 규모별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역량 현황

연안인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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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명 이상

259.5

1,305.4

58.5

50만~100만명

86.4

1,640.3

52.3

30만~50만명

44.8

1,451.8

47.3

10만~30만명

150.9

1,195.0

31.4

5만~10만명

34.8

934.3

1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http://kosis.kr/, 검색일: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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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해양 도시는 제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보였고, 산업다양도 지수도 전국 수준보다 낮았음
- 2015년 기준, 연안 제조업의 특화지수는 1.41로 연안지역의 제조업은 특화된 반면, 전 산업의 다양성
지수는 7.9에 불과함
- 연안지역의 단일 산업구조에 관한 강한 의존도는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경제위기로 바로 이어진
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큼
표 4. 전국․연안 도시 규모별 산업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2015년)
전 사업체
구분

연안
인구
규모
(명)

제조업

종사자수 (천 명)

다양도
(DI)

종사자수(천 명)

비중(%)

특화지수
(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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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명 이상

3,315,510

8.8

780,290

23.5

1.22

50만~100만명

903,613

4.9

374,250

41.4

2.14

30만~50만명

585,479

6.8

181,113

30.9

1.60

10만~30만명

1,470,029

7.3

428,920

29.2

1.51

5만~10만명

377,781

9.9

69,105

18.3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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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보였음
- 수산업의 전 사업체수는 125,283개로, 수산물 생산업 45,205개소로 36.5%를 차지하고, 수산물 유
통업은 40,034개로 31%를 차지함.3) 수산업 매출액은 65조 8,963억 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중 수
산업 유통업은 44%, 수산업 생산업 16.6%, 수산물가공업은 16.4%를 차지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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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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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국내 해양도시 1․2차 산업에 의존, 도시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정책 필요
-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은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자산(asset)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
할 수 있는 발전역량이라 할 수 있음
- 해양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분석을 위해, 인구 규모와 해운·항만, 어업·수산, 해양관광, 해양수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이 갖춰 있는 14개 도시를 비교․분석함
∙ 어업․수산 부문에서는 부산시, 여수시, 강릉시, 보령시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였고,
특히 부산시는 수산가공생산부문에 압도적 우위를 보임
∙ 해운․항만 부문 중 수송운송은 부산시, 목포시, 여수시, 인천시 등이 상대적 경쟁력이 높았고, 선
박․보트건조 부문은 거제시, 울산시, 군산시, 창원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해양관광․레저 부문5) 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부산시, 보령시, 강릉시 등이었고, 숙박․음식점
업이 특화된 곳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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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하계철
해역수질지수가 Ⅳ등급으로 안 좋은 상태였음

5) 해양관광·레저의 통계가 미흡하여 해양관광·레저의 지역경쟁력을 진단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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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발전잠재력 부문은 5년간(2010~201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5년간 생산가
능인구 연평균 증가율, 산업 다양도 지수, 제조업 특화지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지수로
알아본 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와 화성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인 지역은 당진시, 울산시, 인천시 등임.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특화지수는 화성시와 거제시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수준임
- 국내 주요 해양도시는 수산생산․가공업, 해운․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했고, 최근 해양수산의
고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내 해양수산 혁신역량은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됨
- 해양수산 경쟁력의 진단결과, 해양수산 인프라와 국가정책 수요가 부산시와 인천시 등 대도시에 집
중해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 불균형 발전이 전개되고 있었음
- 주요 중소도시의 해양수산정책과 사업은 종합적 지역발전체계에 따라 수립·이행하기보다는 단편적·
부문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장소) 중심의 해양수산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5. 국내 주요 도시의 해양수산 경쟁력 요약
구분

해양수산 경쟁력

인천시

Ÿ 인천항, 도서 연안항 등 입지로 수송운송업과 창고·운송지원서비스업의 발달
Ÿ 해양역사문화자산(인천항(1883년 개항) 주변의 근대역사자산, 팔미도 등대 등)과 도서·마리나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잠재력 보유
Ÿ 서해 5도 등 물범서식지, 갯벌 등 높은 해양 생태적 가치 보유
Ÿ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업다양도와 제조업 발달
Ÿ 해양문명도시 조성, 인천신항 개발, 인천 내항 재생사업 추진

화성시

Ÿ 전곡항, 제부항 등 경기만 마리나 추진 및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건립
Ÿ 국화도, 백미리 등 도서·어촌관광 발달
Ÿ 지역내총생산, 생산가능인구 등의 지속적 증가와 제조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특화로
제조혁신 가능
Ÿ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과 SRT 개통 등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Ÿ 서해안 및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추진

당진시

Ÿ
Ÿ
Ÿ
Ÿ
Ÿ

당진항 입지 등으로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수산·해양관광 등에서 상대적 낮은 우위, 최근 왜목 마리나 등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등 추진
지역내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증가
당진항과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 집적
당진항의 환경해 물류거점 조성 계획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양식 조성

보령시

Ÿ
Ÿ
Ÿ
Ÿ

수산물가공·저장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 발달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와 2022 보령 해양머드 엑스포 유치
지역내총생산 증가
원산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다목적 보령신항만 추진, 보령호 해수 유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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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산시

목포시

해양수산 경쟁력
Ÿ
Ÿ
Ÿ
Ÿ

선박 및 보트건조업이 발전되었으나, 군산조선소 폐쇄 후 지역경제 크게 위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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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목포
대양산단 내 해조류 특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계획
Ÿ 목포남항과 원도심 주변 근대문화유산, 삼학도 등 해양관광자원 분포 등
Ÿ 요트 마리나 조성과 해양레포츠 센터, 목포 크루즈항 개발계획
Ÿ
Ÿ
Ÿ
Ÿ

여수시

Ÿ 높은 수산경쟁력 보유 및 수송운송업,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특화
Ÿ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해양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Ÿ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 복합관광지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휴양도시 추진
Ÿ 아름다운 해안·섬 경관, 생태환경 우수

제주시

Ÿ
Ÿ
Ÿ
Ÿ
Ÿ

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및 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
수송운송업 발달
해녀문화를 활용한 세계 해녀메카 조성
넓은 자연해안과 녹지 보유 등 높은 해안 자연성 보유
지역내총생산·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높은 산업 다양도 지수

창원시

Ÿ
Ÿ
Ÿ
Ÿ

수산물가공생산액은 낮으나 수산물 가공·저장업은 발달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쇠퇴 → 경남 중심의 친환경 LNG 신산업지도 구축과 관련산업 육성
부산항 신항(진해구),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거제시

Ÿ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압도적 우위, 조선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타격
Ÿ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Ÿ 외도 등 해양관광자원 보유 및 수산가공업 발달

부산시

Ÿ 동북아 해양수도 기반 조성
Ÿ 어업·수산업, 수산업가공·저장업 발달 → 수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해양식품 산업
중심도시 조성
Ÿ 항만 등 입지로 수상운송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등 특화
Ÿ 세계적 해양관광지와 해수욕 이용객 최다 →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
Ÿ 해양혁신클러스터, 해양법률·금융 등 기반구축 등 해양혁신기반 조성 →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울산시

Ÿ
Ÿ
Ÿ
Ÿ

선박 및 보트건조업과 창고 및 운송지원서비스업 발달
액체화물처리 전국 1위
고래특구 등 지역특화 해양생태관광 추진 → 방어진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제조업과 조선업 특화 (조선업 위기로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 부유식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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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항시

강릉시

해양수산 경쟁력
Ÿ
Ÿ
Ÿ
Ÿ
Ÿ

수산물 가공·저장업 발달
포항항, 동빈내항, 포항운하 등 수송운송업 발달
해양 ICT 플랫폼 조성을 위한 포항항 구항 재생사업 추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지역내총생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Ÿ
Ÿ
Ÿ
Ÿ

수산물 가공·저장업 크게 발달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운영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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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양도시 조성
n ‘해양’의 개방성․쾌적성․안전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장소성이 조화된 신해양도시 조성
- 신해양도시는 바다의 개방성․쾌적성․안전성․친수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장소성 등이 조화되어야
함. 고도성장기에 단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여 해양도시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포용성, 회
복탄력성, 해안경관의 심미성, 도시민의 활력 등이 넘치는 신해양도시로 발전해야 함
- 이를 통해 신해양도시는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해양수산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쾌적하고 안전한 해
양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것임.

n 신해양도시는 해양수산 자원·산업과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연계한 해양경제 기
반의 국가·지역의 새로운 혁신발전모델
- 신해양도시는 해양의 경제․사회문화․생태와 안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간으로, 해양경제의 혁신
플랫폼, 해양도시문화 거점과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정주도시로 조성이 필요함
- 신해양도시 조성을 통해 해양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상호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
- 해양도시를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전통적 해양경제 부문인 해운․조
선업․항만․수산․해양관광 등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첨
단장비 등 해양과학과 연계한 해양신산업과 해양금융․법률서비스, 해양관광서비스 등 해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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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도시의 고유기능과 지역연고산업과 연계한 신해양도시가 동․서․
남해안권역별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해양도시는 해양수산의 지역혁신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역의 해양수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규모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서로 연계하여 협력의 시너
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6. 신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구분

해양경제
성장의 거점

해양수산
지역균형
발전전략

주요 내용
Ÿ 제조업·항만·수산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
Ÿ 해양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양첨단장비, 해양법률·금융 등 해양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서비스산업으로 해양경제 구조재편
Ÿ 해양경제 혁신체계 도입을 통한 해양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창출
Ÿ 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업의 신산업화
Ÿ 지역연고산업과 연계한 해양수산 발전전략 추진
Ÿ 해양수산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해양도시 조성 필요

Ÿ 해운·항만·수산·해양관광·해양생태 등 지역 기반의 통합 해양수산 혁신플랫폼 구축 필요
해양수산
Ÿ 지역특화의 중소규모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과 클러스터 간 연계 시너지 창출
지역혁신 플랫폼
Ÿ 항만·어항 등 유휴부지·시설 등을 활용한 해양수산 혁신공간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Ÿ 바다의 개방성․친수성․안전성․쾌적성과 도시의 역동성․다양성․장소성의 조화
해양 정주도시 Ÿ 공간적·생태적 연결성, 회복탄력성, 해안 경관의 심미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성,
조성
도시민의 활력 등 관광·여가활동 증진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n 지역 맞춤형 신해양도시 발전과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연계 추진
- 도시별 해양경제 규모와 발전 잠재역량 수준 등을 고려해 ‘스마트 신해양도시’, ‘거점형 신해양도시’,
‘성장형 신해양도시’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신해양도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함
∙ ‘스마트 신해양도시’는 부산시·인천시·울산시·창원시와 같이 세계 해양도시와 협력·교류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제의 중추도시로 육성 가능한 도시로, 해양수산 혁신기술과 도시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함
∙ ‘거점형 신해양도시’는 화성시, 보령시, 목포시, 여수시, 강릉시, 제주시 등과 같이 지방의 중추도
시로서, 해양수산·도시산업을 연계한 경제구조 재편과 지역특화 해양혁신생태계 구축, 해양전통
산업의 신산업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 경쟁력을 키우고, 거점형 도시 간 ‘강소 해양도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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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해 상생발전을 추구함
∙ ‘성장형 신해양도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 현재 도시민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바다문화․복지관, 바
다도서관, 해양체육관 등 생활 SOC가 조성되어야 하며, 전통적 해양수산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경제 활동을 유도해야 함
그림 5. 신해양도시체계 구축과 유형별 전략 마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신해양도시가 해양경제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해
양도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인재․기업을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함
∙ 신해양도시가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스마트 지역혁신체계6) 구
축이 전제되어야 함. 해양도시가 보유한 해양수산 특화산업을 지역 기반산업과 해양수산 R&D,
지식·비즈니스 생태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해양수산 비즈니스모델과 창업기회를 만들어 신제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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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연안·해양계획과 도시계획을 결합하여 효율적 토지․해역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생태적․문화적으로 단
절된 바다와 도시를 다시 연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 정주도시 조성 추진이 필요함
∙ 해양과 도시공간의 기능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효율적 공간과 산업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토론토 시는 항만토지이용체계(port lands planning framework)7)를 수립해 항만도시
경제발전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만 토지복합이용체계를 마련함
∙ 신해양도시의 성장전략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변(seafront) 공간의 조성이 중요함.
해변 공간은 도시민과 바다를 연결해 주는 매개공간인 동시에 해양문화·여가·관광·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함(독일 하펜시티, 스페인 빌바오,
덴마크 코펜하겐8) 등 사례 참조)
∙ 신해양도시는 연안 서식지의 복원과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해안에
들어선 항만·어항·산업단지·택지 등의 개발로 훼손된 습지와 매립·제방 등에 의해 단절된 갯벌 등에
대한 복원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7) 토론토의 port lands planning은 업무·상업·주거지구 등 복합용도체계를 적용하고, 항만 인접지에 항만지원 산업
지구와 해상운송지구를 지정함. 항만과 업무·상업·주거지구 사이에 미디어·디자인·가구단지 등을 조성해 항만과 주
거지역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며, 해안 산책로와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8) 덴마크 코펜하겐 등은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해변 공간에 미술관, 박물관, 해안공원 등 랜드마크적 관광·문화
시설 등을 만들어 산업도시에서 세계적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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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론토 항만토지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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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해 신해양도시 국가전략 필요
n 해양수산 산업과 연안․해양공간 발전체계를 결합한 신해양도시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신해양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신해양도시 조
성·육성을 위한 지역정책 수립을 추진해야 함
- 해양도시가 가진 해양수산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해양도시계획 체계가 필요함
∙ 부산, 인천 등 광역도시는 해양클러스터와 항만, 수산생산․가공, 해양관광․레저 등 지역 고유의 인
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세계 해양허브도시로 나가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군산, 목포, 거제 등 지역쇠퇴가 진행 중인 도시는 해양수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역사․문
화․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항만․도시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 도시재생뉴딜과 항만재개발, 어촌재생뉴딜 300과 연계하여 노후·항만과 어항내 창업공간과 복합문화
공간, 지역상권 재생 등을 통해 해양도시 재생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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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네트워크 국토공간 전략에 글로벌 해양도시
권과 메가 해양도시권 전략을 포함하고, 동․서․남해안에 위치한 남북한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 해양도시 간 교류 우선 추진이 필요함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9년 수립예정)에 권역별 해양거점도시와 해양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등 추진이 필요함

그림 8.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신해양도시 조성방향(안)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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