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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사례연구
김종화․조영재

발간사
최근 들어 6차산업화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6차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2차, 3차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가소득 증대, 지
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순환경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창출하는 정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6차산업화의 개념과 기능을 어업·어촌까지 확대
시켜 적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WTO, FTA 등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증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어업인의 고령화 및 어촌의 과소화 등 내·외적으로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업·어촌 분야에서도 농업·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업외 소
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본 연구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생산기반과 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 해외 우수사례와 충남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충남의 현황, 자원을 살펴보고, 어업인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
는 점은 충남 어업인들은 이미 충분히 6차산업화를 인지하고 있고 추진의지도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정이 조금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해양건도(海洋建道)를 주창하는 우
리 충남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보다 진취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종화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진, 그리고 연구에 아낌없이 조언과 협조
를 해주신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님, 이병훈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실장님, 그
리고 기꺼이 사례연구를 허락해 주신 여러 업체, 마을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충남 어업·어촌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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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수산업은 산업과 공간이 융·복합되는 고차산업화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어업, 수산업의 산업적 개념에 어촌, 어항의 공간적 개념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존의 정주, 생산, 산업, 경영조직 중심에서 삶
의 질, 가치, 공간, 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어촌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어업인 소
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은 이미 농업‧
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서 높은 위상 및 이
미지를 갖고 있으나, 어업‧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6차산업화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충남의 어업․어촌의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만의 어업‧어촌 6
차산업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직까지 그 정의
와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면이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가 태동한 일본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어업‧어촌 분야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어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를 적극 추
진하고 있어, 향후 농업․농촌 분야와 비견되는 차별화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연구는 주로 법령정비, 주민의식 조사 등 탐색적 연구에 머

무르고 있어 그 깊이가 깊지 않다. 반면, 일본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일본의 6차산업화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깊고, 어업‧어촌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분
야에서도 다양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어촌관광에 한정되
어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6차산업화가 1차(생
산)×3차(관광)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1차(생산)×2차(가공), 1차(생산)×2차(가공)×3차(유
통․관광) 등 여러 유형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형발굴이 필요
하다. 또한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
에 맞는 6차산업화의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정의 및 유형별 사례
1)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정의
今村(1998)에 의하면 6차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
물 가공·식품제조)과 3차 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고, 고령자와 여성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
업 및 활동」이라고 하였다(小林, 2012).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으
로 「1차×2차×3차=6차산업」가 성립한다고 하였다(小林, 2012). 이와 같이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차산업으로 분류되는 어업, 임업, 축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어업‧
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1차(어
업), 2차(수산물가공‧식품제조), 3차(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 산업 간 융·복합으로 어촌
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어업 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과 생산기반과 여건이 달라 그 유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
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유형에 근거하여 어업·어촌 6차산업화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추진주체는 어가, 어촌계, 지역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② 산업화 형태는 경영체 6차산
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③ 지향성은 산업·비즈니스 지향, 지역·커뮤니티 지향, ④ 중점사
업은 1차 중심, 2차 중심, 3차 중심, ⑤ 거래형태는 직거래유형, 교류유형, 복합유형이다.

3) 충남 어업 어촌 6차산업화 사례
충남 6차산업화 유형 중 중점사업별로 1차 중심(생산), 2차 중심(가공), 3차 중심(체험·관
광)으로 구분하고 각 중점사업별로 2개소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비교하였다.
① 1차 (생산) 중심 사례 : 천수만 씨푸드(주)는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바다송어를
생산하는 경영체로 이를 활용하여 가공, 체험, 관광 등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당원
은 메기와 황복을 양식하는 내수면 양식업체이고, 특히 국내 최초로 민물 황복양식에 성공한
경영체이다.
② 2차 (가공) 중심 사례 : 그이랑 영어조합은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암꽃게를 간장게장,
양념게장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영체이다.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은 지역의 토굴을 활
용하여 새우젓을 가공·판매하는 경영체이다.
③ 3차 (체험·관광) 중심 사례 : 중리 어촌체험마을은 서산 중왕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
하는 어촌계로 농촌(감자캐기)과 어촌(뻘낙지 먹물축제)체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 이외에 천상병 시인 고택, 걸어 들어 갈 수 있는 토끼섬, 화가 및
전통목공예 체험이 가능한 화가마을, 천연 식물성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3.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현황 및 자원
1)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현황
어업·어촌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현황은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
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8개소이며, 태안 4개소(만대마을, 용신마을, 병술만마을, 대야도마을), 서산 1개소(중리마
을), 보령 2개소(장고도마을, 무창포마을), 서천 1개소(월하성마을)가 있다. 어촌특화 역량강
화사업은 2013년 태안 중장5리마을, 2014년 서산 중왕마을, 2015년 서산 웅도마을이 선정되
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4년 태안 중장5리마을이 해삼과 갯벌 특화마을로 선정
되어 있다. 한편, 충남의 163개소 어촌계·어업계 중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는 총 37개소이다. 이들 어촌계의 대부분은 갯벌, 바지락, 낚시 등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수산물 직매장, 어촌 레스토랑,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충남의 어업 어촌 6차산업화 자원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자원은 크게 “공간·인적 자원”, “산업·경제 자원”, “생태·
환경 자원”, “문화·관광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공간·인적 자원 : 충남은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갯벌이 넓게 퍼져 있는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이 가능한 자연·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율과 여성화율이 높아 지역에서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새로운 사
업을 추진하기에는 인적 구성면에서 열악하다.
② 산업·경제 자원 : 충남에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6차
산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서해안 연안에서 생산되는 지역 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향
토식품, 전통음식, 가공식품 등의 개발을 통한 가공·외식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③ 생태·환경 자원 : 충남 연안 시·군에는 갯벌, 도서(섬) 이외에도 산과 하천, 계곡이 분포
되어 있고,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해안의 일몰을 볼 수 있는 해수욕

장,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 희귀식물 군락지, 크고 작은 포구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④ 문화·관광 자원 : 충남 연안 시·군은 종교적 자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또 예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역사와 인물, 지역 특산물을 테
마로 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3) 충남 어업인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의식조사
충남 어촌계장들은 6차산업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미 6차
산업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어 6차산업화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어
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촌계장이 전
체의 약 22.7%에 달하고, 대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6차산업화가 어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90% 수준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직·간접 경험이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인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4.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산업 간의 단절성, 자원의 분산성, 사업의
산재성, 주체의 비전문성, 행정의 비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 간의 단절성이다.
1차 산업 경영체가 타 시·도의 업체를 통하여 가공·유통을 한다든지 2차 산업 경영체가 원물
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생산은 가능하나 가공, 유통, 관광까
지 완만하게 연결되지 않고, 설령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것이 아닌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원의 분산성이다. 현재의 어업·어촌 형태는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회적 자본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닌 일부 개별 어가 또는 업체가 주도하여 자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
별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자원이 어촌사회 내에
서 순환되지 못하고 개인 또는 개별 경영체가 이익을 독점할 수도 있다.
셋째, 사업의 산재성이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
마을일수록 점차 특색을 잃어가고 사업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어업인 또는 어촌계에게 어업외
소득 증가를 위한 과다한 사업추진을 요구함으로써 마을 내 갈등 유발과 추진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산재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 반영
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주체의 비전문성이다. 어촌의 경우, 고령화·여성화·과소화되어 이러한 추진주체와 리
더를 찾기 어렵다. 평생 어로활동에 종사한 어업인이 2차·3차 산업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지식
과 경험이 부족하다. 또 6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 소비트렌드 등을 신속히 파
악하고 대응해야 하나, 현재 고령화된 어촌주민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섯째, 행정의 비전문성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6차산업화의 이론적 개념이 시작되었으
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어업·어촌
분야로의 접목, 적절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향에서 행정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2) 충남의 정책방안 및 프로세스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광역단위 6차산업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소한 충남의 6차산업화는 지역에서 생산
되는 원물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 순환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6차산업화는 1차·2차·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향후 어촌계, 어촌마을을 중
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어촌마을의 개성을 반영한 중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어촌체험마을이 강점인 곳은 체험·관광
과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고, 수산물 생산과 가공이 강점인 곳은 생산·가공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넷째, 젊은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지역리더를 육성해야 하고, 그 구성은 귀어·귀촌인과 젊은 층이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민 및 청년층의 귀어·귀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업인들이 6차산업화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담
당하는 공무원들의 지식과 능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충남도와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와 각 시·군,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마을 또는 경영체 발
굴 단계이다. 각 시·군이 지역에서 6차산업화 추진이 가능한 유망 어촌마을, 경영체를 발굴하
고, 이를 충남도에 통보하여 「충남 어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로 등록한다.
둘째,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이다. 3농혁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
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및 지원 단계이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경영체에 한하여 중
앙정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충남도 차원의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추진 및 지원 단계이다. 사업이 확정된 경영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마케팅, 서비스, 가공기술 등에 대
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사업지속성 확보 및 관련사업 육성 단계이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정의하고,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

방안,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아직 어업·어촌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되어 사례가 부족하고 정확한 분석보다는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어업·어촌 6차산업화 연구의 기
본 틀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타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6차산업화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충남도
의 어업·어촌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어업·어촌 6차산업
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점진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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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수산업은 산업과 공간이 융·복합되는 고차산업화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어업, 수산업의 산업적 개념에 어촌, 어항의 공간적 개념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최근 개정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마을정비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특화의 개념을 6차산업화까지 확대하여 어촌특화발전으로 새
롭게 정립하고 있다(박상우 외, 2013). 기존의 어촌이라는 “공간”에 산업적 “특화”라는 용어를
더하여 보다 창의적 공간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기존의 마을경관, 정주환경 등의 어촌개발
에 어촌체험, 수산물 가공, 휴양·레저·관광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공간, 산업 간의 융·
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주, 생산, 산업, 경영조직 중심에서 삶의 질, 가치, 공간, 공동체 중심으로 어
업․어촌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
속가능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촌특화발전의 틀 안에서 6차산업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성공사례
를 모델화하여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1)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정책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6차산업화가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고, 대
단위의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생산중심, 산업중심, 어업소득 중심의 관행적 어업·어촌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충남
은 이미 농업‧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의 높
은 위상 및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어업‧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움직임
을 보이지 않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충남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천혜의

1) 해양수산부에서는 태안 중장5리, 해남 송호·중리, 거제 해금강, 여수 안포, 양양 남애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어촌 6차산업화
를 추진 중에 있음.
1

해양환경, 고유한 식재료, 다채로운 역사․문화 등 전통적인 1차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다양
한 2차․3차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어촌 6차산업화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쳐 질 수
있는 잠재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6차산업화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충남의 어업․어
촌의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만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충남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적 차별성이 강조되는 충남형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제언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직까지 그 정의
와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면이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가 태동한 일본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어업‧어촌 분야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6차산업화를 논하면서 굳이 농업과 어업, 농촌과 어촌으로 구분하지 않고 1차산업과 타산업
간의 융·복합, 농어촌의 공간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업‧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6차산업화 연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어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농업․농촌 분야와 비견되는 차별화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어
업·어촌정책에 6차산업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표 1-1]과 같이, 국내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연구는 주로 법령정비, 주민의식 조사
등 탐색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그 깊이가 깊지 않다. 반면, 일본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부
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6차산업화의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깊고, 어업‧어촌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일부 독창적인 성
공사례를 통한 개념 적용 및 효과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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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어업‧어촌 6차산업화 선행연구 검토
국가

한국

일본

연구자

내 용

박상우 외
(2013)

기존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재정 필요성과 주민주도의 마을 정
비로 한정된 ‘어촌특화’의 개념을 어촌 6차산업화까지 확돼된 ‘어촌특화
발전’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정비를 제언함

임관혁
(2014)

어촌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어촌지역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방법으로 6차산업화의 각 유형 1차(생산형), 2차
(가공․유통형), 3차(관광형)으로 구분하여 각 해역별 주요 사례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임관혁 외
(2014)

어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에 기반하여 6차산업화 모델의 적용가능성 및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음. 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6차산업화의 적용방안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川上 외
(2010)

어촌에서의 6차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북해도 지역의 해양수산정
책인 마린비전으로 선정된 지역을 모델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고 타 산업
으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6차산업화가 북해도 해양수산정책으로
의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음

鈴木 외
(2011)

동경도에 위치한 이도제도에 대하여 지역연계, 산업연계 등을 통한 지역활성
화 및 6차산업화 전략을 제시함. 이를 위하여 지역자원, 지역잠재력, 성장사
업을 발굴하고, 실천적 운영주체를 제시하였음

有路 외
(2012)

교토부 미야즈시의 사례를 통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어촌의 상품전략을 제
시하였음. 상품전략으로 관광객의 구성에 맞는 메뉴 제공, 지역 수산물에 대
한 공적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한편, 국내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촌관광
을 중심으로 1차(생산)과 3차(관광)간의 융‧복합에 관한 유사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표 1-2]와 같이 주로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 활용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논하고 있다.

3

[표 1-2] 유사 어업‧어촌 6차산업화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내 용

김성귀 외
(2001)

어촌관광을 해수욕형, 바다낚시형, 해양스포츠형, 생태체험형, 어촌경관형, 어촌역사
형, 수산물 구매/시식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어업인 소득방안과 개발지침을 제
시하였음

이계열
(2010)

초도의 관광자원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활성화 방안으로 어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 어촌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인적자원의 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이승우
(2010)

어촌관광은 어촌의 경제·사회·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산정책 입
안자는 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어촌관광을 인식하여 지역 수산정책 수립 시
어촌관광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이찬 외
(2013)

비안도의 어메니티자원을 분석하여 어촌마을 특화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를 위하여 비
인도의 생태자연자원을 고려하여 “기러기를 만나다”, “하늘길을 걷다”, “몽돌의
비밀”, “바다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
하고, 어촌관광에 한정되어 어촌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6차산업화가 1차(생산)×3차(관광)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1차(생산)×2차(가공), 1차(생
산)×2차(가공)×3차(유통․관광)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어촌관광 이외의 유형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의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6차산업화에 대한 연구자료 및 논문, 정책자료
를 검토하여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대략적인 유형 및 현황, 자원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설
문조사는 충남 163개소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를 중점사업별로 2개소씩(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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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선정하여 심층적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 상반기이고,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 6개 연안 시․군(당
진, 서산, 보령, 태안, 홍성, 서천)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어업, 어촌을 포괄하여
산업과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6차산업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의 체계는 연구개요,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순이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1-1]과 같다.

연구의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범위

↓

문헌조사

‣ 선행연구 검토
‣ 개념 및 유형
‣ 정책 및 자원 도출

↓

사례조사

‣ 지역 내 우수 사례지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

설문조사

‣ 어업․어촌 6차산업화애 대한 어업인 의식조사

↓

정책방안 제언

‣ 문제점 도출 침 개선방안 도출
‣ 정책 프로세스 제언

↓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제시

[그림 1-1]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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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의 및 유형별 사례

1.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정의 및 범위
최초로 6차산업화를 제창한 사람은 今村奈良臣(이마무라 나로오미)이다. 今村(1998)에 의
하면 6차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 가공·식품제조)과
3차 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
하고, 고령자와 여성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하였다(小林, 2012).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으로 「1차×2차×3차
=6차산업」가 성립한다고 하였다(小林, 2012). 이와 같이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차산업으로 분류되는 어업, 임업, 축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1차(어업), 2차(수산물가공‧식품제조), 3차(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 산업 간 융·복합
으로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농촌과 비슷한 공
간적 특성(과소화, 고령화, 여성화)을 보이는 어촌에서 고령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
의 활동이다. 즉,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어업‧어촌 분야
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기존 법령 상의 용어 때문에 개념 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미 기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어촌특화」라는 용어
를 통하여 6차산업화와 비슷한 개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는 좀 더 어촌
6산업화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박상우 외(2013)는 기존 어촌특화 개념에 6차산업화
를 추가하여 어촌특화발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어촌특화를 큰 틀에서 규정하고,
그 안에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포괄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특화, 어촌특화발전, 6
차산업화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각 용어 간의 명확한 포지션
이 요구되고 있다.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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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어업‧어촌 6차산업화와 관련된 용어
용 어

정 의

어촌특화
[개정(2014.08.07.) 이전]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을 그 자
원(인적·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
으로 발전시키는 것

어촌특화
[개정(2014.08.07.) 이후]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
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
는 것

어촌특화발전

어업‧어촌 6차산업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치단체 등의 지원을
또는 특산물 포함)을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 또는 어촌특화발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받아 주민주도의 마을정비와 어촌자원(인적‧물적
활용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융복합을 통한
어촌을 발전시키는 것

1차(어업), 2차(수산물가공‧식품제조), 3차(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
산업간의 융복합으로 통하여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사업 및
활동

상기 [표 2-1]과 같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개정 전의 어촌특화는 어촌자원의 현
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개정 후에는 기존의 어촌특화의 정의에 더하
여 생산‧가공 등의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의 서비스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융합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정비에 초점을 맞춘 어촌특화에서 6차산업화까지 확대된
어촌특화의 개념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의 개정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기존의 어촌특화 개념에 6차산업화를 포함시켜 개
정 후의 어촌특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어촌특화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정비와 6차산업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어촌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는 어촌특화의 큰
틀 안에 포함된 하나의 개념으로 포지션을 말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7

[그림 2-1]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포지션

2.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 및 해외사례
1) 6차산업화의 이론적 유형
농림축산식품부(2013)에 의하면 “6차산업화 유형은 추진주체에 따라 농어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경영체 등이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식과 주
체 간의 제휴·연대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식은
경영체가 1차·2차·3차로 다각화하거나, 다른 경영체에 대한 출자, 독립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체 간의 제휴·연대 등을 통한 방식은 주체의 범위에 따라 지역 내·지역
외·지역 간 연대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경영체가 스스로 1차·2차·3차 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 6차산업화와 지자체 또는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
경영 간 연대,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 6차산업화가 있다. 또 부가
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중점사업에 따라 1차 주도형(생산), 2차 주도형(가공), 3차 주도형(유
통·관광)으로 구분 가능하다.”
한편, 小林(2012)에 의하면 6차산업화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농업부문과
다른 주체와의 관계”, “사업방향(지역과의 관계)”, “사업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농업
부문과 다른 주체와의 관계”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생산·가공·판매가 일체화된 「경영 다각화
유형」과 농어업인과 상공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생산·가공·소매 및 외식의 수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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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경영체의 연대·융합에 의해 추진되는 「농상공연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小林, 2012).
둘째, “사업방향(지역과의 관계)”는 6차 산업화의 사업전개를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추진을 지역경제·지역사회의 재건 및 활성화로 연계시켜 지역적 사업확대가 될 수 있다(小林,
2012). 이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동기나
성격이 다른「산업·비즈니스 지향」과 「지역·커뮤니티 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비즈니스 지향」은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말하며,
「지역·커뮤니티 지향」은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및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小林, 2012).
셋째, “사업내용”은 기존의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채널 활
용유형」과 고객을 초대하여 거기서 상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유형」, 그리고 두
유형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小林, 2012).
이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2013)와 小林(2012)의 6차산업화에 대한 유형분류는 대동소
이하며, 6차산업화의 유형은 경영체 형태, 지역과의 연계, 사업방향 및 내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 2-2] 6차산업화의 유형구분
유형구분
추진주체,
다각화 또는
연대
사업방향(지역
과의 관계)

내용

추진주체

농어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다각화 또는 연대

경영다각화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비즈니스 지향

지역·커뮤니티 지향

중점사업

1차중심

농상공연대

2차중심

3차중심

사업내용
거래형태

유통채널활용유형

교류유형

복합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小林(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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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
앞 절에서 기존의 6차산업화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어업·어촌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 농업과 어업이 모두 1차 산업으로 먹거리와 관련되
어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생산기반과 여건이 달라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수정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구분
유형구분
추진주체

내용
어가

어촌계

지역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비즈니스 지향

지역·커뮤니티 지향

중점사업

1차 중심

2차 중심

3차 중심

거래형태

직거래유형

교류유형

복합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小林(2012)를참조하여작성
상기와 같이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을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주체에
서 어촌계, 지역공동체가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업생산조직의 말단은 어촌계이며, 대
부분의 어로활동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촌계는 단순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어
업인의 생활, 정주, 복지, 문화 등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적 공동체이다. 또한 어촌계는
하나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2~3개의 법정리 및 행정리로 구성된 곳
도 있고, 하나의 행정리에 여러 개의 어촌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촌의 마을이라는 개
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을이라는 용어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공동체라는 의미에는 마을을 포함한 공간적 공동체로 경제적·인적
공동체인 어촌계는 제외한다. 그리고 법인경영체에는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수협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산업화 형태에서 “경영체 6차산업화”는 개별 경영체가 경영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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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산업 6차산업화”는 각 개별 경영체 간의 협력․제휴․연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 형태 안에 “다각화 또는 연대”가 포함되므로 두 유형구분을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업인, 가공업자, 유통업자 간의 제휴․연대를 통한
농상공연대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산업 6차산업화”에 포괄적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거래형태에서 “유통채널 활용유형” 보다는 “직거래 유형”이 적합하다. 수산물 유통은
대부분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 어촌계나 개인이 판매하는 사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기존의 유통채널이 어업인의 경영다각화나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6차산업화라고 말
할 수 없다. 계통출하는 수산물 가격의 55%가 유통비용이고, 사매는 빈매 등의 수산자원 남획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소득과 이익을 보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이 가능한 “직거래 유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직거래란 직매장,
인터넷 판매, 전화판매, 방문판매, 외식업체 연계 등 기존의 유통채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말한다.

3)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별 해외사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례가 부족
하기 때문에 유형을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다. 반면, 일본은 농업‧농촌에서 시작하여 어업‧어촌
까지 다양한 6차산업화 유형이 존재하고, 특히 일본 수산청은 「어촌활성화 우량사례집」을
발표할 정도로 어업·어촌 분야에서도 점차 6차산업화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어업·어촌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업·어촌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11월 일본 수산청이 발표한 「어촌
활성화 우량사례집」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본 수산청의 「어촌활성화 우량사례집」은 일본 열도의 총 21건의 어촌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北海道)지방 3건, 토호쿠(東北)지방 3건, 칸토(関
東)지방 2건, 츄우부(中部)지방 4건, 칸사이(関西)지방 1건, 츄고코(中国)지방 2건, 시코쿠
(四国)지방이 2건, 큐슈·오키나와(九州·沖縄)지방이 4건이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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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본 어촌활성화 우량사례 분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 2-3]의 유형구분에 따라 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추진주체는 지
역공동체 9개소, 법인경영체 12개소이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시민단체, 협의회를 포함하고 있
으며, 법인경영체는 어협 내 소그룹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개별 경
영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 공동체 또는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화 형태는 경영체 6차산업화 유형이 10개소이고, 지역산업 6차산업화 유형이 11개소
이다. 경영체 6차산업화 유형은 주로 어협이 많고, 지역산업 6차산업화 유형은 지역단체 또는
협의회 등의 지역주민 연대 조직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향성은 산업․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곳이 9개소이며, 지역․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곳이 12개
소이다. 산업․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곳은 6차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높이려는 곳이고,
지역․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곳은 환경보호, 자원보전, 지역부흥 등의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는
곳이다.
중점사업은 1차 중심이 7개소, 2차 중심이 8개소, 3차 중심이 6개소이다. 생산, 가공, 직거
래․관광 등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중점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산업에만 집
중된 것이 아닌 1차, 2차, 3차 산업의 요소를 골고루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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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는 직거래유형이 8개소, 교류유형이 10개소이며, 두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유
형이 3개소이다. 대부분은 직거래와 관광․교류 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지역 커뮤
니티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구분 (계속)
유형
경영체명

사업내용

추진
주체

산업화
형태

지향성

중점
사업

거래
형태

시베츠정 에코투
어리즘 교류추진
협의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2차중심

복합
유형

지역산 연어를 중심으
로 가공, 체험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하보마이지구 마
린비전협의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1차중심

직거래
유형

다시마간장,
고등어,
등의 상표출원, 다시
마 축제 등 개최

에리모 이서지역
재배 어업진 흥추
진협의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1차중심

직거래
유형

지역산 가자미를 상표
출원하고 인근 관광지
및 요리점에 납품

쥬산어협, 샤리키
어협

법인
경영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1차중심

직거래
유형

쥬산호수 환경보호 및
가맛조개 자원관리

상어의 마을 게
센누마 구상추진
협의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2차중심

직거래
유형

지역산 상어를 활용하
여 로컬푸드,상품개발
등 추진

토호쿠 식의 힘
프로젝트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2차중심

직거래
유형

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
여 지역경제 재건

오오아라이정 어
협 여성부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2차중심

교류
유형

지역산 수산물을 어가
레스토랑을 통해 향토
요리로 판매

이토우어협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2차중심

복합
유형

지역산 수산물을 활용
한 어가레스토랑 운
영 및 로컬푸드 추진

토야마어협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1차중심

교류
유형

연어, 은어, 송어 양식
을 통한 체험사업 추진

쿠로베어협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3차중심

복합
유형

지역산 수산물 등을 직
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확대

히마카지마어협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3차중심

교류
유형

섬의 특징을 살려 어
업과 관광업을 연계
하여 주진

아카스가어협 청
장년부 연구회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1차중심

교류
유형

대합조개 자원회복 및
향토요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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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구분 (계속)
유형
경영체명

사업내용

추진
주체

산업화
형태

지향성

중점
사업

거래
형태

무로츠어협 여성부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2차중심

직거래
유형

지역산 수산물을 직매
장을 통해 판매하는
등 로컬푸드 추진

오오시마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1차중심

직거래
유형

귀어귀촌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야 마구치 현어협
다부세지소(신선
다부세)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2차중심

교류
유형

도제식 기술전수를 통
한 귀어귀촌과 수산물
가공·판매

이자리의 미래를 생
각하는 추진협의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3차중심

교류
유형

어린이 및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어업체험
등으로 지역 활성화

유스어협 여성부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2차중심

직거래
유형

지역산 수산물의 가
공·판매, 지역브랜드
화 추진

이토시마어협 카
후리지소

법인
경영체

경영체
6차산업화

산업·비즈
니스지향

1차중심

교류
유형

대합조개 자원관리를
통한 노인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카 마에블 루투어
리즘연구회

법인
경영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3차중심

교류
유형

체험관광과 향토요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에지마 관광협회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3차중심

교류
유형

체제형 체험관광을 통
한 지역 활성화

팀 츄라산고

지역
공동체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
니티지향

3차중심

교류
유형

산호 보전 및 보호를
위한 활동 전개

자료: 일본수산청\(2014), 어촌활성화우량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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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사례
본 절에서는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
2-3]의 6차산업화 유형 중 중점사업별로 1차 중심(생산), 2차 중심(가공), 3차 중심(체험·관
광)으로 구분하고 각 중점사업별로 2개소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남의 대표적인 어업·어촌 융·복합 사례지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5월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2-3].

[그림 2-3]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사례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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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생산) 중심 사례
1차 중심 사례는 어촌의 공간적 관점보다는 어업의 산업적 관점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품종 및 양식기술 개발을 통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사례
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홍성 천수만 씨푸드(주), 예산 예당원을 사례
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1) 홍성 천수만 씨푸드(주)
가. 회사개요
2012년 9월에 설립된 천수만 씨푸드(주)는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바다송어를 생산하
는 경영체이다. 현 대표는 1998년부터 오서산 일대에서 민물송어를 양식하였으며 2008년부터
바다송어 양식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 바다송어용 사료를 개발하였다.
2008년부터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최적지로 천수만을 선택하여 가두리 양식
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 충남도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홍성군의 협조를 얻어 수질, 기
후 등의 자료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바다송어 양식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또 2011년부터 인
근 죽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다송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2012년
바다송어 1만미를 대량 양식하는데 성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 설립 후인
2013년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치어는 약 400톤을 생산하고, 향후 생산량
을 4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직원은 총 4명이며, 현재까지 투자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별도의 종묘생
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중인 무지개 송어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용 황금바다 송어
를 개발 중에 있다. 현재 판로는 약 30%가 국내 도매상, 횟집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약 7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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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생산장

가두리 양식장

자료: 천수만씨푸드(주) 홈페이지, 「http://csmseafood.com」

주민간담회

[그림 2-4] 천수만 씨푸드(주) 관련 사진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천수만 씨푸드(주)는 무항생제 친환경 양식어업을 실시 중에 있다. 종묘 생
산에서 가두리 양식까지 생산과정을 모두 관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무지개 송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 등 수출업체의 요청으로 황금바다 송어를 생
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인근 어촌계 및 수협과의 교류를 통하
여 양식기술을 전파하고 있고, 향후 인근 어촌계에서 양식·생산한 물량을 전량 매입 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바다송어가 단년생임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지
역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충남도 또는 홍성군과의 적극적인 기술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가공 분야에서 천수만 씨푸드(주)는 바다송어를 반건조 또는 완건조 형태의 과메기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또 바다송어 어묵, 간송어 등의 상품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가공식품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어묵, 간송어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유통·관광 분야에서 천수만 씨푸드(주)는 지속적으로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내수
확대를 위하여 시·도 별로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혜전대학, 청운대학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바다송어 레시피 개발, 요리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바다송어의 저변 확
대를 추진 중이다. 금년부터 이름을 바꿔 개최한 “바다송어와 함께 하는 새조개 축제”를 통해 소
비자에게 친밀감 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 특산물로서 육성할 계획이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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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천수만 씨푸드(주) 6차산업화 추진과정

다. 향후 계획
향후에도 무항생제 친환경 양식을 고집할 것이며, 가두리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
다. 특히 스티로폼을 이용한 가두리 양식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
다. 그리고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바다송어의 고급화를 도모하여 내수
및 수출시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2) 예산 예당원
가. 회사개요
예당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예당원은 약 20여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메기와 황복 등을
양식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메기 양식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직접 생산하는 분량 이외에
인근 양식장으로부터 일부 매입하기도 한다. 황복은 약 15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내 최초
로 민물 황복양식에 성공하여 2001년 신지식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황복은 양식과정이
까다롭고 3년 이상 키워야 하지만, 메기보다 10배 비싼 고급어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당원의 양식시설은 비늘하우스 4동(약 1700여평)으로 메기와 황복을 50%씩 생산·양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다. 매출액은 2014년에 약 3억원 정도
였으나 2015년에는 약 6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인근에서 친인척이 매운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운탕 프랜차이즈, 황복 삼계탕 등 외식사업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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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생산장

황복 삼계탕

인근 판매 음식점

[그림 2-6] 예당원 관련 사진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예당원은 비닐하우스 4동에서 연간 메기 15톤, 황복 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메기는 연간 30톤을 수매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하여 최상품의 메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민물에서 성장이 어려운 황복을 양식·생산하고 있다. 황복은 본래 해수면 어종이나
민물에서 일정량의 소금을 넣어주고, 녹조류를 제공해 주면 양식도 가능하다. 또 다른 복어와
다르게 양식 황복은 내장에 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공 분야에서 예당원은 메기 매운탕·조림 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 황복 삼계탕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메기 매운탕·조림 세트는 주로 음식점에 공급하고, 간편하게 메기 매
운탕 및 조림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양념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황복 삼계탕은 황복을
우려낸 육수에 조리된 닭을 넣어서 판매하는 간편식으로 별도의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유통·외식 분야에서 예당원은 메기 매운탕·조림 세트, 황복 삼계탕, 어죽 등을 판매하는 프
랜차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
권, 대전 등에서 2~3개소가 협의 중에 있다. 황복 삼계탕은 예산군 추사상품으로 지역 향토식
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인근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매운탕 전문 음식점을 통해 메기, 황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인근 식당
및 골프장, 유원지로도 납품을 추진 중이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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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예당원 6차산업화 추진과정

다. 향후 계획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메기 매운탕 ·조림 세트, 황복 삼계탕, 어
죽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황복 삼계탕 가공시설 외 메기 가공시설이 부족하므
로 가공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문 수산식품회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사례 비교 · 분석
가. 유형별 사례 비교
두 경영체는 업체형태 및 추진주체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외 유형은 유사하다. 두 경영체
모두 지역산업 육성보다는 수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
고 있다. 또 지역·커뮤니티 지향보다는 경영체의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중점사업은
바다송어(천수만 씨푸드), 메기, 황복(예당원)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2차, 3
차산업으로 확대시키는 1차 중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거래형태는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표 2-5].
천수만 씨푸드는 내수면 어종을 해수면에서 생산하고, 예당원은 해수면 어종을 내수면에서
생산함으로써 양식기술의 집약화를 통한 양식어업 부가가치 창출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개발, 판로 다양화 측면에서 가공식품의 상품 수가 적고, 판로가 단조롭다는 측면도
있다. 또 현재 1차(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2차(가공), 3차(유통·관광·외식)산
업과의 뚜렷한 융·복합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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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1차(생산)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천수만 씨푸드(주)

예당원

업체형태

어업회사법인

자영업

추진
주체

법인경영체(어가)

어가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경영체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비즈니스 지향

산업·비즈니스 지향

중점
사업

1차 중심

1차 중심

거래
형태

직거래 유형

직거래 유형

1차

바다송어 생산

메기, 황복 생산

2차

과메기, 어묵, 간송어

매운탕·조림세트. 황복 삼계탕

3차

프랜차이즈 및 수출 희망

프랜차이즈 추진 중

유형
구분

6차산업화
과정

나. 성공요인 및 개선방안
[천수만 씨푸드(주)]
천수만 씨푸드(주)는 대표의 진취적인 사업의지와 내수면 어종을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수산물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또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의 대체어종으로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천수만이라는 천혜의 바다양식
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식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어묵, 간송어 등의 가공산업은 독자적인 생산라인 구축 또는 지역 업체와의 연계가 아닌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또 유통·판로 측면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 수출 등의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근 어촌계, 수협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기술이전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으로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비하다.

21

따라서 현재 천수만 씨푸드(주)가 보유하고 있는 양식기술을 인근 어촌계, 수협에게 전수하
여 생산량을 확보하고, 지역 내 가공업체,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태의 지역산
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바다송어를 원물로 하는 젓갈, 훈제,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지역 축제, 소비지 홍보를 통해 지역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예당원]
예당원은 내륙 양어장에서 황복을 양식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년이 넘는
양식경력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대표의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비즈니스 마인드
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황복 삼계탕 등의 간편식도 판매·납품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황복보다는 메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황복을 주 원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정식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
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아
이템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예당원은 황복을 주 원물로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이를 안정
적으로 판매·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매운탕·조림 등을 판매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 양어장 및 음식점, 양식시설을 연계하여 체험·관광 상
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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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가공) 중심 사례
2차 중심 사례는 가공산업의 관점에서 관찰이 필요하다. 수산업의 특성 상, 원물이 되는 수
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한정되어 있고, 그 어업인이 수산물 가공까지 담당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양식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로작업은 어촌계 또는 임의단체를 중심으
로 하는 협업체계로 되어 있어, 개별 어업인이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수산 가공식품을 생산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따라서 2차(가공) 중심 사례는 원물생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역 가공산업의 관점에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보령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홍성 토
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을 사례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1)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가. 회사개요
2013년 3월에 설립된 그이랑 영어조합은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암꽃게를 간장게장, 양념
게장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영체이다. 현 대표는 31세의 젊은 청년 기업가로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님과 함께 게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의 어머니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에서 “산야초 효소”를 학습한 후 게장사업과 외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게장사업은 아들인 현
대표에게 맡기고, 외식사업(한식당)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영어조합법인으로 대표가 현재 맨손어업자 면허를 갖고 있으며, 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본금은 1억원이고, 냉동창고 3평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약
4톤으로, 이 중 3톤은 한식당, 1톤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약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이랑 영어조합은 지역 고령자를 항시 2~3명 고용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역 수산물과 농
산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미더
유 식당, 만세보령 업체로 등록되었으며, 2015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전통음식연
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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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제품

전통음식 수상

자료: 농사랑「http://www.nongsarang.co.kr」, http://blog.daum.net/e-chungnam/1533

게장 판매 한식당

[그림 2-8]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관련 사진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그이랑 영어조합은 대천항에서 직접 수협중매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봄철 암
꽃게만을 원물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봄에 경매가격으로 22,000원 ~ 25,000원에 거래되는
최상품 꽃게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2014년 4톤, 2015년 7톤의 물량을 확보하였
다. 꽃게 외 생강, 고추, 양파, 마늘 등 재료는 가능한 인근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다.
가공 분야에서 그이랑 영어조합법인은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봄철에 구매한 암
꽃게를 –40℃에서 급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게장을 제조하기 위하여 “산야초 효소”를
첨가한 독자적인 양념기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념기법에 한하여 가능한 외부노출을 피하고
있다.
유통·외식 분야에서 그이랑 영어조합은 가능한 많은 판매루트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먼저, 대표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외식업체(한식당)를 통하여 전체 물량의 75%를 소
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약 1톤을 소진하고 있다. 거래하는 인터넷 쇼핑
몰은 자체 쇼핑몰, 수협, 우체국, 충남 농사랑, e-보령장터 등이다. 또 금년부터 한화그룹 복
지몰, 한화콘도와의 계약을 통하여 1년 간 게장을 납품할 예정이고, 현재 대천리조트와도 거
래를 협상 중이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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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6차산업화 추진과정

다. 향후 계획
현재는 경영체가 영세하고 가공공장이 협소하여 제조물량 및 취급물량이 많지 않으나, 향후
에는 공장 규모 확대 및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전성 강화정책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게장체험, 효소체험 등의 체
험·관광사업, 어가 레스토랑, 수산 가공식품 판매장 등 식품사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가. 회사개요
광천 영어조합은 2010년~2012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생산해 온 토굴 새우젓을 제조·판매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
원은 총 41명이고, 이 중 상인은 90%, 비상인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장은 총 7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그 외 냉장고 150평, 가공공장 100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가공공장은 위탁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동종의 상인들로 구성된 영어조합이다 보니, 기존의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시설(냉
동·냉장고, 가공공장)의 이용률이 높아, 광천영어조합 운영 자체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출액은 판매장에서 나오는 월세 외에 미미하고, 2012년 사업 종료이후 홍보, 마케팅
활동이 전무하다. 그러나 향후 가공공장 위탁과 조합원의 결속 강화를 통한 매출향상을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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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굴

자료: http://blog.naver.com/seakjin042/220184133485

판매장

가공공장

[그림 2-10]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관련 사진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보면 광천 영어조합법인은 현재 새우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 산 새우
도 원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과거 70년~80년대에는 서해 5도에서 생산된 새우를 원물로
사용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새우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전남 신안이나 경기 강화에서 염장
된 새우를 받아 원물로 사용하고 있다.
가공 분야에서 보면 지역에 토굴이 40여개 있으며, 그 곳에서 약 2~3개월 간 13℃~15℃
(습도 85%)의 온·습도로 염장된 새우를 숙성시켜 판매하고 있다. 토굴에 입고되는 시기는 음
력 5월, 6월이고 가을에 출하시키고 있다.
유통·관광 분야에서 광천 영어조합은 특별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조
합원이 기존의 판매루트를 통하여 유통·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김이나 젓갈사업에 종사
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있어, 향후 다양한 판매채널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험·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없다[그림2-11].

[그림 2-11]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6차산업화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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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 종료 후 2012년부터 매출실적이 미미하고, 홍보·마케팅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조직 결속력이 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향후에는 토굴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절임사업, 향토
식품사업, 토굴 체험사업 등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3) 사례 비교 · 분석
가. 유형별 사례 비교
두 경영체는 업체형태는 같으나, 추진주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이랑 영어조합은 조합원이
5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체이다. 산업화 형
태에서 그이랑 영어조합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경영체 6차산업화의 성
격을 띠고 있고, 광천 영어조합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인이 조합원으로 참여
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역산업 6차산업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경영체
모두 지역 산업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지향성
을 갖고 있다. 또 모두 원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2차 중심의 경영체로 직거래 형태를 지향하
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표 2-6].
두 경영체는 원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가공과 유통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영체이
다. 따라서 1차(생산) 산업이 배제된 경영체로서 엄밀히 말해 6차산업화 사례라고 단정 짓기
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이랑 영어조합은 지역 산 원물을 사용하여 가공, 판매하는 형태로
수산업과 상공업이 연계된 형태이므로, 지역 수산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광
천 영어조합은 원물조차 지역 산이 아니라 타시・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예부터 전해
내려 온 토굴 새우젓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향토자원인 토굴을
활용하여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과거에 서해 5도 수산물이
집적되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수산가공산업의 거점으로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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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차(가공)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업체형태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추진
주체

법인경영체(개인 주도)

법인경영체(상인연합체)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비즈니스 지향

산업·비즈니스 지향

중점
사업

2차 중심

2차 중심

거래
형태

직거래 유형

직거래 유형

1차

지역(보령)에서 생산된 꽃게

타지역에서 생산된 염장 새우

2차

산야초 효소를 활용한 간장․양념 게장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

3차

한식당, 인터넷 판매

조합원 개별적으로 유통․판매

유형
구분

6차산업화
과정

나. 성공요인 및 개선방안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그이랑 영어조합은 젊은 대표를 중심으로 간장・양념 게장을 생산하는 수산가공 경영체이
다. 가능한 지역 산 꽃게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며,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야초 효소를 활용한 독자적인 게장 생산기법을 통하여 충분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 또 젊은 대표답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인터넷 판매 등으로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이랑 영어조합은 신생 경영체로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할 필요 있다. 첫째, 원물 수급의 체계성 확립이다. 지역 산 꽃게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원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수협 중매인을 통하여 매입하는 것 외 지역 산 꽃게의 생산이
력, 매입경로, 보관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HACCP 등 품질관련 인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규모가 큰 경영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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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서 HACCP 등의 인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품질인증체계 도입을 통한 소비
자 신뢰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기업 및 향토식품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5명만이 참여하는 영어조합
법인이나 지역주민 또는 마을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식품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광천 영어조합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경영체이다. 지역 내 토굴새우젓 상
인이 참여하고 있어 수익을 내는 전문 경영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천 영어조합은 판
매장, 냉장고,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매장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종료 후, 영어조합이 원활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조합원이 각자 사업체를 보
유하고 있어, 연합체 성격인 광천 영어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이 없고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그러나 광천은 예부터 토굴새우젓의 원산지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인 토굴을
40여개소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 토굴을 활용한 체험・관광, 향토식품 개발 등이 이루
어진다면 지역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토굴이 갖고 있는 저장성, 숙성의 원
리는 지역 향토식품 또는 슬로우 푸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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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체험·관광) 중심 사례
3차 중심 사례는 유통,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사례를 중점적
으로 살펴본다. 어촌체험마을은 도시민에게 어촌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
물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개별 어가 또는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어촌계, 지역주
민 주도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남의 대표 어촌 6차산업화 마을인 서산 중리
어촌체험마을과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1) 중리 어촌체험마을
가. 회사개요
서산시 중왕리에 위치한 중리 어촌체험마을은 중왕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
촌체험마을은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총 47가구, 110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체험마을의 중심이 되는 중왕 어촌계는 총 101명으로 중왕1리와 2리 주민들이 참여
하고 있다. 주로 감태, 굴, 바지락, 낙지, 주꾸미, 우럭 등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8월에 지정되었으며 연간 3~4만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어
촌특화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또 인근 왕산, 도성리와 함께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체험마을 입구

어민 행복관
[그림 2-12] 중리 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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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감태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굴, 바지락, 낙지, 감태, 우럭, 조피볼락 등을 생산하고 있
다. 주로 패류양식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어류양식, 복합양식도 하고 있다. 생산규모를 보
면 연간 바지락은 약 7~8억원(약 100톤), 낙지 약 12억원, 주꾸미 약 45백만원, 감태 약 5억
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우럭양식 3어가, 조피볼락 50톤, 굴 120톤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의 평균소득은 3,800만원 수준이다.
가공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감태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공공장이 없어
인근 태안에서 위탁가공하고 있으나, 어촌계에서 생산된 감태를 조미김과 같은 조미감태로 가
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5년 3월 18일에 출시하여 현재 약 400박스가 판매되었으며, 1,200
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체험·관광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작년에 3만3천여명의 도시민이 방문했다. 바지락 캐
기, 좌대낚시 등의 어촌체험뿐만 아니라 감자캐기 등의 농어촌 복합마을의 이점을 최대한 살
려 다양한 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중왕리 서산갯마을 뻘낙지 먹물축제
를 개최하여 맨손 낙지잡기, 먹물 팩 해보기, 낙지 먹물 그리기, 낙지요리 무료 시식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체험마을과 축제를 통하여 인근 식당 매출의 30%, 숙박업소
매출의 10% 정도를 향상 시켰다. 팜플렛, 블로그, 플랜카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하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3] 중리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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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계획
아직 시작단계인 감태 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공공장 건립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또 더 나아가 바지락 가공을 새롭게 추진하여 이유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어가 레스토랑 및 체재형 펜션을 건립하여 체험객에게 지역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숙박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숙박시설은 25명 내외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나 중앙정부 및 서
산시, 충남도의 지원을 통하여 조금씩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2)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가. 회사개요
태안군 중장5리에 위치한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은 2007년 지정되었으며, 바다낚시, 갯벌체
험, 노배체험, 통발체험 등의 체험이 가능한 마을이다. 현재 총 75가구, 138명이 참여하고 있
으며, 이 중 어가는 3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마을주민, 상인, 펜션업자들이다. 대야도 체
험마을은 귀촌인을 적극 받아들이고, 원주민과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하여 마을발전 동력으
로 활용하고 있다. 또 천편일률적인 어촌체험 이외에 천상병 시인 고택, 걸어 들어 갈 수 있는
토끼섬, 화가 및 전통목공예 체험이 가능한 화가마을, 천연 식물성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통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자연생태학습·체험을 위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 동아리 및 도시민 체험 활
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간 도시민의 방문객 수는 약 4만명이고, 재방문율이 80~90%
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어촌체험마을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어촌특화 역량강화사
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4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 분야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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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 안내도

대야도 이야기 게시판

어촌체험마을 사무실

[그림 2-14]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진

나. 6차사업화 추진과정
생산 분야에서 대야도 체험마을은 바지락, 굴, 꽃게, 우럭, 농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등
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가두리 양식을 통한 우럭과 농어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갯벌을 활용
한 바지락 생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연간 굴 6톤, 바지락, 30톤, 가두리(우
럭, 농어) 1,000톤, 낙지 6톤 등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3). 어촌계의 평균소득은 약 5,000
만원 수준이다.
가공 분야에서 대야도 체험마을은 특별한 가공실적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계획 상으로 바
지락, 굴, 우럭 등의 수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젓갈 또는 포(우럭포)로 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이
나 가공공장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삼의 경우, 2013년 11월
경에 종묘를 살포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생산 및 가공 실적이 없다.
체험·관광 분야에서 대야도 체험마을은 연간 2~4만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있으며, 재방문
률은 80~90%를 자랑한다. 예부터 바다낚시가 유명한 지역으로 선상 낚시배 20척과 좌대 낚
시 6곳이 운영 중이고, 그 외 바지락 체험, 독살체험, 노배체험, 통발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그 외 천상병 시인 고택 방문, 화가마을 견학, 천연 화장품 제조
등 이색적인 문화체험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대야도 체험마을의 특징은 구성원이 어촌계원
으로 한정되지 않고 귀촌인 또는 인근 상인·업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험마
을에서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인근 펜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펜션에서는 체험객
에게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2014년 자연생태학습·체험을 위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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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산물 수족관, 로컬
푸드 레스토랑, 폐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림 2-15].

[그림 2-15]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다. 향후 계획
바지락, 굴 소포장, 우럭포 생산 등 가공공장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 설립·운영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확보 문제로 인하여 건물 착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설립된 자연생태학습·체험을 위한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또 2013년 해삼 종묘를 살포하여 해삼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가공실적이 없다. 이와 같이 대야도 체험마을은 여러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계
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천하거나 성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보다 내실있
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3) 사례 비교 · 분석
가. 유형별 사례 비교
두 경영체는 어촌체험마을로서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다. 다만, 추진주체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어촌계원이 주도적인 반면, 대야도 체험마을
은 어촌계원과 마을주민이 절반씩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화 형태에서 두 체험마을은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수산업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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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산업화로 확장시키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개인의 영리가 목적
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
업이 전개한다는 점에서 지역·커뮤니티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체험마을은 가공보다는 어
촌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3차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도시민
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류유형으로 볼 수 있다.
두 체험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비슷하나, 중리 체험마을은 감태를 가공하여 조미감태
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반면 대야도 체험마을은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다양
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나, 토지, 원물생산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체
험·관광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농어촌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체험객에게 제공하고, 2014년부터
실시한 지역축제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대야도 체험마을은 기존 어촌체험 외, 시인
의 고택 방문, 전통공예 및 미술 체험, 천연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표 2-7].

[표 2-7] 3차(체험·관광)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중리 어촌체험마을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업체형태

어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추진
주체

어촌계 주도(마을주민 포함)

지역공동체 주도(어촌계원 포함)

산업화
형태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지역·커뮤니티 지향

지역·커뮤니티지향

중점
사업

3차 중심

3차 중심

거래
형태

교류 유형

교류 유형

1차

굴, 바지락, 낙지, 감태, 우럭,
조피볼락 등

바지락, 굴, 꽃게, 우럭, 농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등

2차

조미감태 생산·판매

뚜렷한 실적 없음

3차

어촌체험, 중왕리 서산갯마을
뻘낙지 먹물축제 개최

어촌체험, 문화체험

유형
구분

6차산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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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요인 및 개선방안
[중리 어촌체험마을]
중리 체험마을은 어촌계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관(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
장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장의 추진의지와 추진력은 체험마을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과 어촌이 절묘히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은 도시민에게 매우 매
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또 어촌체험마을 지정, 어촌특화사업 선정,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등 공간중심의 정책사업을 잇달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선도적인 어촌발전 모델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리 체험마을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을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첫째 커뮤니티 주도의 추진전략 수립이다. 현재까지 강력한 어촌계장 중심의 사업추진으
로 가시적 성과를 냈으나, 향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전개로 공익성, 지속가능성 제
고가 필요하다. 둘째, 독창성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체험 프로그램은
바지락 체험, 좌대낚시, 감자캐기 체험 등이 있으나, 타 농촌·어촌 체험마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리 체험마을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가공 및
체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조미감태를 생산하고자 하나 마을 내 조미감태 가공시설이 없
고, 체험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나 체험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 향후 사업타당성
검토 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마을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대야도 체험마을은 태안뿐만 아니라 충남을 대표하는 어촌체험마을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어촌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민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주민과 귀
촌인, 상인·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어촌은 기존 어촌계원의 지분문제로 인하여 귀촌
인 또는 외부인에 대한 강한 반감과 폐쇄성을 갖고 있으나, 대야도는 이를 어촌 체험·관광을
통하여 극복·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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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대야도 체험마을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내실화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가공공장 및 어가 레스토랑 등
은 토지 확보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삼가공도 현재 종묘를 살포했으나,
이를 채취해서 생산·가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야도 체
험마을은 기본적으로 어촌체험·관광, 문화체험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곳이기에 무리한 가공산
업 진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가공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체험마을과 다른
별도의 경영체, 경영진이 필요하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이 요구
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공산업 진출, 로컬푸드 레스토랑, 수산물 수족관 등 추진 시 보다 내실있고 지속가능성
이 담보된 계획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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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현황 및 자원

1.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현황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6차산업화 정책 자
체가 초기단계로 현황을 나타낼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6차산업화를 적극 장려하고, 어업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현황은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기존에 지정된 마을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해제시키기 때문에
그 수가 매년 변동된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있으며, 이 중 충남에는
8개소가 있다.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태안 4개소(만대마을, 용신마을, 병술만마을, 대야도마
을), 서산 1개소(중리마을), 보령 2개소(장고도마을, 무창포마을), 서천 1개소(월하성마을)이
다[표 3-1].

[표 3-1]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100

3

3

0

9

7

0

8

7

29

7

20

7

2014년

97

2

3

1

9

7

0

8

7

26

7

20

7

소 계

100

3

3

0

9

7

0

8

7

29

7

20

7

자료: 해양수산부정보사전공개자료, 2014.
바다여행「http://www.seantour.com」, 2015. 04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촌마을 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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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2015년) 총 30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
다. 이 중, 충남은 2013년 태안 중장5리마을, 2014년 서산 중왕마을, 2015년 서산 웅도마을
이 선정되었다[표 3-2].

[표 3-2]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현황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개소

10개소

12개소

인천
(2개소)

화성 백미리

무의도 포내

부산
(1개소)

기장 이천

강원
(2개소)

고성 거진
삼척 궁촌

충북
(1개소)

충주 내포·숭선

충남
(3개소)

태안 중장5리

전북
(2개소)

군산 장자도

전남
(8개소)

여수 안포리
해남 송호․중리

영광 설도․양일
완도 척치

남해 전도
통영 동항
거제 해금강

영덕 병곡2리
포항 신창2리
거제 계도
남해 원천
통영 중부․서부

경북
(2개소)
경남
(8개소)
제주
(1개소)

서산 중왕

서산 웅도
부안 모항
무안 구로
신안 한운·사치
고흥 신평
보성 벽교

남해 노구
사천 대포

한림읍 귀덕2리

자료: 해양수산부홈페이지및보도자료를참고하여작성
최근에는 6차산업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2014년부터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총 4개소이며, 주로 2013년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태안 중장5리마을이 해삼과 갯벌 특화마을로 선정
되어 있다[표 3-3].

39

[표 3-3]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황 (2014년)
시․도

마을명

특화사업

충남

태안 중장5리

해삼과 갯벌 특화

전남

여수 안포

새조개 특화

전남

해남 송호․중리

전복 특화

경남

거제 해금강

자연․경관․문화자원 특화

자료: 해양수산부보도자료, 2014. 8. 4일자
이것을 종합하여 충남의 6차산업화와 관련 있는 마을은 총 10개소이다. 그리고 태안 중장5
리(대야도)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
범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충남의 163개소의 어촌계·어업계 중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는 총 37개소이다[표 3-4].2) 이들 어촌계의 대부분은 갯벌, 바지락, 낚시 등 어촌에서 향유
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수산물 직매장, 어촌 레스토랑, 가
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3-4]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어촌계 현황 (계속)
시·군
당진
서산

서천

어촌계명

추진주체

추진내용

지원받은 내역

한진

어촌계

바지락체험, 바지락 축제

자율관리공동체
이미지개선사업 지원

난지도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어촌체험

웅도

어촌계

비지락 가공공장

띠섬목

어촌계

바지락 체험, 해삼체험

송석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홍원

어촌계

어촌 레스토랑, 활어 장터 및 판매장

요포공정

어촌계

낚시매점

월하성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송림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마량리

어촌계

활어 장터 및 판매장

2) 충남의 어촌계장(어업계장) 16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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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사업 지원

활어 장터 건물 지원

사무장 급여, 갯벌체험장
건물 지원

활어 판매장 건물 지원

[표 3-4]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어촌계 현황 (계속)
시·군

보령

태안

홍성

어촌계명

추진주체

추진내용

지원받은 내역

진창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어촌 갯벌체험 지원
예정(2016년 확정)

삽시도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소영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무창포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갯벌체험

선진

어촌계

바지락 체험, 어촌체험

어항

어촌계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공장,
건조공장

자율관리어업 졸업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찾아가고 싶은 섬 체험관
및 해상펜션
수산물 가공공장 등 지원
예정

남포죽도

어촌계

어가 레스토랑

레스토랑 설립 지원

군헌

어촌계

김 가공공장, 어촌체험

고잠

어촌계

바지락 체험

신진도

어촌계

바지락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바지락 종묘 지원

용신리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어촌체험마을 지원

곰섬

어촌계

바지락 체험

바지락체험 등 지원

드르니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직매장,
자율관리어업 지원 등

원청리

어촌계

어촌체험관광(독살체험)

유어장 종묘 지원

진산

어촌계

바지락 체험

의항2리

어촌계

갯벌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바다낚시

바다낚시공원 조성

모항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직매장건물지원

법산

어촌계

바지락체험, 염전체험

천리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지원

파도

어촌계

굴껍질 분쇄 가공공장

자율관리어업지원등

모항2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학암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대야도

어촌계

어촌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가공공장,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지원 등

병술만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낚시

어촌체험마을 지원

구매

어촌계

갯벌체험, 낚시체험

궁리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거차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권역단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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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자원
충남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자원은 크게 “공간·인적 자원”, “산업·경제 자원”, “생태·
환경 자원”, “문화·관광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인적 자원”은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적 여건 및 인적 구성을 나타내고, “산업·경제 자원”은 수산업, 해양산업을 기반으
로 하는 산업적·경제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태·환경 자원”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물
학적 자원을 의미하며, “문화·관광 자원”은 연안 해안 및 내수면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
화재, 관광자원 등을 나타낸다.

1) 공간·인적 자원
충남의 어촌공간은 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의 어촌계는 총 162개소이
고, 어촌계와 별도로 내수면 어업계가 2개소 있다. 지역별로는 당진시 7개소, 보령시 25개소,
서산시 17개소, 서천군 18개소, 태안군 87개소, 홍성군 7 개소이며, 내수면 어업계 2개소(예
산 1개소, 논산 1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아래 [그림 3-1]과 같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중심
으로 어촌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안 연안을 따라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충남 어촌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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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어항은 총 100개이며, 이 중 국가어항 8개, 지방어항 29개, 어촌정주어항 20개, 소규
모어항 43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3-5]. 최근에는 홍성 남당항, 당진 장고항을 다기능 복합어
항, 수산·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하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또 충남도 자체적으로 지방어항
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표 3-5] 충남 어항 현황 (2013년)
구분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정주
어항

소규모
어항

전국

109

285

595

1,304

충남

8

29

20

43

당진시

1

1

4

서산시

1

2

5

7

보령시

2

8

2

13

태안군

2

13

13

14

서천군

1

3

3

홍성군

1

2

2

(단위: 개)
해당 어항

- 국가어항: 장고항
- 지방어항: 난지도
- 국가어항: 삼길포
- 지방어항: 간월도, 구도
- 어촌정주어항: 도성항, 웅도항, 호리항,
고파도항, 우도항
- 소규모어항: 벌망항, 고창개항, 창리항,
중왕항, 왕산항, 개목항, 분점도항
- 국가어항: 오천, 외연도
- 지방어항: 고대도, 녹도, 무창포, 삽시도,
원산도, 장고도, 호도, 효자도
- 어촌정주어항: 죽도항, 학성항
- 소규모어항: 고정항, 송악항, 사호항, 명
덕항, 밤섬항, 소도항, 월도항, 육도항,
저두항, 진고지항, 초전항, 추도항, 허육
도항
- 국가어항: 모항, 안흥
- 지방어항: 가의도, 마검포, 만대, 만리포,
몽산포, 방포, 백사장, 여은돌, 영목, 채
석포, 천리포, 통개, 학암포
- 어촌정주어항: 가경주항, 고남항, 개목항,
당암항, 대야도항, 연포항, 의점포항, 정
산포항, 청산항, 탄개포항, 황골항, 황도
항, 황포항
- 소규모어항: 곰섬항, 내리항, 당산항, 독
개항, 뒷장벌항, 만수동항, 미개항, 장곰
항, 장돌포항, 정당항, 죽고지항, 진상항,
내파수도항, 외도항
- 국가어항: 홍원
- 지방어항: 다사, 송석, 월하성
- 소규모어항: 장구항, 당정항, 장포항
- 국가어항: 남당
- 지방어항: 궁리, 어사
- 소규모어항: 속동항, 죽도항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수산·해양환경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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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현재 어업가구 9,229가구이고, 어업인구는 21,059명이다[표 3-6]. 이는 전국기준
으로 어업가구 2위, 어가인구 3위를 점하는 수치이며, 충남의 어업세력이 전국적으로 전남 다
음으로 경남과 경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6] 전국 어업가구, 어업인구 현황 (2014년)

(단위: 가구, 명)

구분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업
가구

58,791

1,972

2,410

940

850

9,229

2,308

21,246

3.636

9,050

4,589

어업
인구

141,344

5,324

6,138

2.,565

2,295

21,059

5,447

51,081

8.058

21,789

11,07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러나 충남의 고령화율은 16.04%로 전국 12.07%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을 이어 전국 5번째로 고령화율이 높다. 연안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15.62%로 가장
낮고, 서천군이 29.79%로 가장 높다[표 3-7]. 산업기반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20%를 넘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편, 충남 연안 시·군의 여성화도 급속히 진행 중에 있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성비를
보면 산업기반이 있는 당진과 서산시는 여성 100당 남성인구가 110명, 103명으로 많으나, 그
외 연안시·군은 87명~95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3-7]. 특히, 서천군은 87.80%로 매우
낮다.

[표 3-7] 충남 연안 시·군의 고령화율 및 성비
구분

전국

충남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고령화율

12.07

16.04

15.95

15.62

20.91

25.24

21.78

29.79

성인남녀 성비

99.79

98.26

110.89

103.47

94.79

95.12

92.93

87.80

주1: 성비는만20세이상성인의여성100명당남성의수
주2: 고령화율은2014년, 성인남녀성비는2010년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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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이와 같이, 충남은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갯벌이 넓게 퍼져 있는 공간적 특성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이 가능한 자연·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율과 여성화율이 높아 지역에서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하기에는 인적 구성면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화율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지
역의 어업전통문화, 어촌생활방식이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향토·문화적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화율이 높다는 것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
는 서비스업, 요식업 등에서 유리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마케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산업·경제 자원
충남의 어업생산량을 살펴보면 일반해면 71,624톤, 천해양식 47,549톤, 내수면 2,723톤으
로 일반해면은 전국 5위, 천해양식 3위, 내수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적으로는 일반해면
6위, 천해양식 4위, 내수면 7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표 3-8] 전국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2013년)
구분

일반해면
중량
금액

천해양식

(단위: MT, 백만원)

내수면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전국

1,044,697

3,747,607

1,515,210

1,725,808

25,414

345,437

부산

275,050

616,691

42,997

43,164

684

3,990

인천

24,666

150,321

3,336

5,678

196

3,396

울산

22,314

61,306

8,338

11,374

6

95

경기

3,394

32,449

11,756

8,927

2,806

29,920

강원

53,192

201,742

1,696

7,459

2,341

18,086

충남

71,624

360,348

47,549

77,586

2,723

17,840

전북

17,576

77,474

30,734

24,605

4,568

69,987

전남

145,570

744,760

1,057,927

900,354

4,961

141,748

경북

130,872

447,290

5,355

32,484

1,783

21,337

경남

239,314

633,261

281,825

336,014

3,405

22,053

제주

61,125

421,965

23,697

278,165
1,941

16,985

기타

주: 기타는대구, 광주, 대전, 충북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수산·해양환경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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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어선세력은 총 6,100척으로 전남,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천해양식어업도 어업권 건수 및 면적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은 어선어업과 양
식어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표 3-9].

[표 3-9] 전국 어선세력 및 천해양식어업 (2013년)
어선세력

(단위: 척, 건, ha)

천해양식어업

구분
합계

동력선

무동력선

건수

면적

전국

71,287

69,323

2,695

9,922

141,312

부산

4,152

4,139

13

112

1,214

대구

10

10

인천

1,937

1,915

22

191

1,639

울산

1,274

902

372

59

423

경기

2,005

1,730

275

9

54

강원

2,891

2,819

803

170

3,838

충북

461

397

64

충남

6,100

6,039

61

722

9,271

전북

3,201

3,149

52

402

5,255

전남

28,820

28,214

606

5,542

103,799

경북

3,613

3,461

152

466

3,119

경남

14,845

14,571

274

2,202

11,652

제주

1,978

1,977

1

47

1,048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수산·해양환경통계
어선어업과 양식이업이 발달한 충남에서는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골고루 생산되고 있다. 일반해면에서는 어류, 패류, 갑각류의 생산량이 많고, 천해양식에서는 주
로 해조류, 패류 중심의 양식이 성행하고 있다. 내수면에서도 어류와 패류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많다[표 3-10].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류에서는 멸치, 조피볼락, 넙치류, 대구, 아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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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나리, 홍어류, 노래미류, 패류에서는 바지락, 굴, 키조개, 고둥류, 갑각류에서는 꽃게, 새우류,
해조류에서는 김류, 미역류, 다시마류 , 연체동물에서는 갑오징어, 주꾸미, 그 외로는 해삼, 성게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3-10] 충남 품종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2013~2014년)

품 종 명

천해
양식

내수
면

2014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121,764

454,825

146,238

521,601

소계

71,624

360,348

88,153

407,763

어류

35,486

117,260

46,125

139,818

패류

11,807

39,009

20,728

59,595

갑각류

19,087

146,580

14,594

136,896

연체동물

4,534

48,617

5,466

60,354

해조류

249

727

614

1,769

기타 수산동물

461

8,155

625

9,333

소계

47,549

77,586

55,054

94,055

어류

2,771

22,561

3,295

32,995

패류

6,845

16,729

6,957

16,290

갑각류

726

12,291

798

14,497

해조류

37,184

25,637

43,995

30,150

기타 수산동물

23

367

9

125

소계

2,591

16,891

3,031

19,783

어류

1,586

12,865

1,970

15,827

갑각류

45

726

35

603

패류

953

3,010

1,020

3,135

기타 수산동물

7

290

6

218

계

일반
해면

2013년

(단위: 톤, 백만원)

자료: 수산정보포탈「http://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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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안 시·군에서는 수산물 외 다양한 농수산물과 농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수
산물은 지역의 향토먹거리로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
남 6개 시·군의 농수산물 및 농식품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충남 농수산물 및 농식품 자원
구분

농수산물 및 농식품

당진시

- 해나루쌀, 홍악황토 고구마·감자, 대호지면 황토고구마, 황토달래, 당진장미, 영전황토
마을배, 초락도, 향토 약쑥, 백석올미 한과 등

서산시

- 육쪽마늘, 생강, 6년근 인삼, 간척지쌀, 감자, 서산 난, 매실, 대하, 우럭, 깜장굴, 뱅어
포, 바지락, 세발낙지, 서산감태, 새조개, 해품굴, 어리굴, 어리굴젓, 생강한과, 마늘주,
우럭젓국, 밀국낙지탕, 꽃게장, 굴밥, 게국지 등

보령시

- 만세보령 특미, 방울토마토, 배, 청전 오리쌀, 머드미,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
한바사과, 버섯한우, 남포·사현 포도, 토종닭, 곰내골 잡곡, 딸기, 천북 굴, 전복, 대
하, 전어, 꽃게, 키조개, 소라, 배오징어, 우럭, 도미, 바지락, 주꾸미 까나리액젓, 고내
미 전통장, 맛김, 은행 한과 등

태안군

- 육쪽마늘, 안면도 고추, 느타리버섯, 까나리 액젓, 해선 김, 송화소금, 해옥, 생강, 달
래, 검정콩, 갯바람아래 쌀, 화훼, 우럭, 붕장어, 낙지, 굴 , 바지락, 전복 등

서천군

- 서래야쌀, 임산물(밤, 버섯, 호두, 대추, 도토리, 은행), 약용식물(약초, 산수유), 저마,
생강, 누에고치, 한산모시, 김, 광어, 전어, 갑오징어, 주꾸미, 박대 등

홍성군

- 유기농 쌀, 영이농원포도, 사과, 무공해 배추, 홍주골더덕, 맛김, 은실네 달래, 홍성한
우, 마블로즈 돼지, 토굴 새우젓, 남당리 대하, 새조개 등

자료: 유학열외(2014), 시군특성화평생교육프로그램발굴을위한기본계획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와 같이 충남에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6차산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서해안 연안에서 생산되는 지역 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향토식품,
전통음식, 가공식품 등의 개발을 통한 가공·외식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향후 서해안에서 생산
되는 어류, 패류, 해조류는 건강영양식, 기능성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개발을 위한 잠
재적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생태·환경자원
충남은 리아스식 해안선(1,284km)과 넓은 갯벌(358.8㎢), 그리고 많은 도서(섬)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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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충남의 갯벌은 개방형 갯벌로 연안사주(沿岸砂州)가 없는 조건에서 조류와 파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모래갯벌이 우세하게 발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철환, 2001). 또한
바지락, 백합, 가무락, 꼬막, 개량조개, 동죽, 맛, 굴, 낙지, 해삼, 망둥어, 주꾸미 등이 생산되고
있다(정명생 외, 2011). 충남의 갯벌은 관광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태안해안(보
령시, 태안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천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
치를 인정받고 있다(김종화, 2013). 한편, 충남에는 총 254개의 도서가 있으며, 그 중 유인도
서가 32개, 무인도서 222개 있다. 충남의 도서는 평균 고도 100m 내외의 낮은 지형이고, 밀집
되어 있지 않고 단조로운 지형으로 유향과 유속이 일정한 편이다(한상욱 외, 2014). 갯벌과
도서 외에 충남의 연안 시·군은 다음과 같은 생태·환경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2]과 같다.

[표 3-12] 충남 생태·환경 자원
구분

생태·환경

당진시

- 안섬마을, 용무치항, 성구미포구, 우무도, 맷돌포 포구, 용무지 포구, 도비도 포구, 안섬
포구, 한진포구, 장고항 포구, 음성포구, 용연천, 염솔천, 아미산, 당진포구, 대덕천, 시
곡천, 수당천, 장정천, 면천 은행나무, 송산회화나무, 안개골, 검은머리물떼새, 안섬휴양
공원, 삽교호 관광지(함상공원, 바다사랑공원, 생활체육공원), 삽교천(방조제), 난지도·
난지점 해수욕장(소난지도, 대난지도 해수욕장), 대조도, 행담도, 왜목마을, 대호방조제,
내포문화숲길, 남산공원 등

서산시

- 대호방조제, 중앙호수공원, 천수만, 가로림만, 철새(도래지), 삼길포항, 성왕산, 부춘산,
감국, 울음산, 가야산, 팔봉산, 도비산, 황금산, 연암산, 옥녀봉, 용현계곡, 황락계곡, 산
수리계곡, 일락사계곡, 섬(간월도, 웅도, 고파도 등), 해수욕장(벌천포), 창리포구, 벌말
포구, 중왕리 포구, 도성리 갯벌체험장, 고북신송지, 해당화, 느티나무 군락, 여미지 비
자나무, 해미천, 대교천, 성연천, 야당천, 역천, 청지천, 저수지(고풍, 지곡, 대산, 풍전
등), 용현 자연휴양림 등

보령시

- 외연도 상록수림, 성주산(자연휴양림), 보령 머드, 보령호, 오서산, 옥마산, 아미산, 해
수욕장(오봉산, 원산도, 호도, 대천, 용두, 무창포, 삽시도, 장고도, 장안), 보령호, 섬(원
산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등),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외연열도, 월전죽도, 장현리
귀학송, 청천·청라 저수지 등

태안군

- 안면도(자연휴양림), 모감주나무군락, 란도괭이갈매기 서식지, 안면내파수도, 신두리 사
구, 백화산, 안면송림, 만리포, 가의도, 몽산해변, 할미할아비바위, 안흥성, 청산수목원,
솔향기길, 천리포 수목원, 꽃지해안공원, 갈대숲, 소근진 마을, 해수욕장(꽃지, 장상포,
백리포, 연포 등), 섬(내파수도, 가의도, 삼도, 병풍도 등) 등

서천군

- 철새(도래지), 금강하구, 신성리 갈대밭, 한산 모시, 춘장대 해수욕장, 국립 생태원, 해
양생물자원관, 마량리 동백나무숲, 마량포 해돋이, 아카시아, 해송림, 선도리 갯벌체험
장 등

홍성군

- 용봉산(자연휴양림), 홍주성, 여항정, 그림이 있는 정원, 남당항, 죽도, 오서산, 역재방
죽, 궁리포구, 천수만, 속동전망대, 속동갯벌마을, 수산물웰빙체험관 등

자료: 유학열외(2014), 시군특성화평생교육프로그램발굴을위한기본계획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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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안 시·군에는 갯벌, 도서(섬) 이외에도 산과 하천, 계곡이 분포되어 있고, 생태학적
으로 가치가 높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해안의 일몰을 볼 수 있는 해수욕장,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 희귀식물 군락지, 크고 작은 포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 국립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수산물웰빙체험관 등 생태자원,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체
험 시설이 위치해 있다.

4) 역사·문화 자원
과거 충남은 고대 백제의 수도가 있던 중심지역으로 백제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고풍스러
운 백제 유물과 유적이 풍부한 곳이다. 또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역적 특색
이 강한 역사·문화 유산이 잔존해 왔으며,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성곽이 축조되어 관련유적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논산을 중심으로 기호유학이 발달하였으며 역사적 인
물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충남 연안 시·군은 종교적 자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
포되어 있다. 태안마애삼존불, 마애여래삼존상, 석탑 등의 불교유적과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유적, 그리고 당진 합덕성당, 솔뫼성지 등의 천주교 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이색, 최
영, 성삼문, 체재공, 김좌진, 한용운 등 애국충렬지사의 고장으로, 이와 관련된 유적 및 문화자
원이 풍부하다. 그 외 기지시줄다리기, 저산팔읍길쌈놀이, 독살체험, 결성농요 등 예부터 전승
되어 온 농경사회 향토놀이·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충남 연안 시·군의 역사·문화 자원
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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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충남 역사·문화 자원
구분

역사인물

관광자원

- 심훈, 김대건, 남유, 남이흥, 장철석,
복지겸, 박술회, 차천로, 김창희, 문영
호, 이시경, 송익필, 이의무, 한음, 이
첨, 박선진, 박태진, 이만유, 남상락

- 미소연도예공방, 아미미술관, 당진포진성, 면
천향교, 신평 돌미륵, 흥국사, 창의사, 신평현
성, 정미 봉화대, 탑동 석비, 구절사, 당진향
교, 안국사지, 영탑사, 의병총, 정토사, 면천
읍성, 신암사, 의두암, 해동영당, 충장사 경내
모충관, 채운포석교비, 정려사, 필경사, 서원
사, 대성사, 영랑사, 보덕사, 합덕농민항쟁,
기시줄다리기, 합덕제, 안섬풍어당굿 등

서산시

- 정충신, 정순왕후, 안견, 고수관, 최
광순, 무학대사, 이택, 김유경, 김홍
익, 유상묵, 윤시영, 민태원, 이종린

- 마애여래삼존상, 미륵불(산수리, 황락리, 두우
사), 석남동 석불입상, 문수사 금동여래좌불
상, 동문동(오층석탑, 당간지주), 일락사 삼층
석탑, 개심사 영산회괘불탱, 송덕암 미륵불,
비석군(도당리, 읍내리), 강댕이 미륵불, 온석
동 선돌, 율목리 당산수 서낭제, 보원사지,
해미읍성, 해미순교성지, 해미향교,, 부석사,
혜명산성, 남정리 고인돌, 단군전(부춘산), 와
우리 단군전, 부성산성, 연화리 석불입상, 오
현각, 서산향교, 신장리 불당골 석불좌상, 송
곡사, 성암서원, 석천암, 간월암(목조 조살좌
상), 정순왕후 생가, 백제의 미소, 서산 승무,
지점놀이, 박첨지 놀이, 대산 횟개 볏가리제,
장치기놀이, 용대기놀이, 창말당제 등

보령시

- 토정 이지함, 최치원, 김극성, 염국
보, 윤호, 이제현, 최유엄, 이안눌,
최해, 이산보, 전양진, 백이정, 이시
방, 인발, 황재현, 김성우, 서기, 백
관형, 김선지, 이산해, 김복한, 서거
정, 유준근, 백유공, 채극철, 백락관,
강순, 이지인, 황윤길, 김광제, 김준
경, 이경재

-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성주상지, 유
격장군 청덕비, 오천현관아, 남포벼루, 한내돌
다리, 남포관아문, 금강암석불 및 비편, 석탄
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충청수영성, 청소역,
남포향교, 선고인합동위령비, 반수정건모한식
제답기증기념비, 보령성곽, 대천왕대사마애불,
최고운유적, 광성부원군사우, 수현사, 용암영
당, 화암서원, 오천향교대성전, 도미사당, 오
천성, 갈매못성지 등

- 옥파 이종일, 애국지사 이종헌

- 태안마애삼존불, 이종일선생 생가, 안흥진성,
석가여래좌상, 경이정, 소근진성, 흥주사 만
세루, 목애당, 태안향교, 남문리 5층석탑, 백
화산성, 숭의사, 승언리 상여 설위설경, 황도
붕어풍어제, 소근포진성, 태안읍성, 토성산성,
한의산성, 두야리산성, 양잠리산성, 흥주사 3
층석탑, 이화산 3층석탑, 이종헌 추모비, 태
안국민체육센터, 태안문화예술회관, 고남패총
박물관, 영항 예술촌, 독살체험

서천군

- 목은 이색, 월남 이상재, 이하복, 이
동백, 임벽당 김씨, 이종학, 이개, 유
기창, 이산보, 신광수, 김창룡, 노정
필, 신담, 이곡, 김인전, 신석초

- 기벌포 문화권,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 비
인성북리오층석탑, 한산향교, 서천향교, 비인
향교, 저산팔읍길쌈놀이, 장암진성, 남산성,
이색선생묘 및 생가지, 봉서사목조아미타삼
존불상, 율리사, 한산읍성, 서천읍성, 지석리
삼층석탑, 봉남리삼층석탑, 수암리삼층석탑,
이색신도비, 문헌서헌, 가정목은선생문집판,
서천부채장, 서천대목장, 건지산성 등

홍성군

-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성삼문,
최영, 고암 이응노

- 마애석불, 고산사대광보전, 홍주성, 홍주의사
총, 홍주향교, 결성향교, 홍주읍성, 엄찬고택,
결성농사박물관, 결성농요, 조류탐사과학관,
홍성민속테마박물관, 홍주성역사관 등

당진시

태안군

자료: 유학열외(2014), 시군특성화평생교육프로그램발굴을위한기본계획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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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예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역사와 인물,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충남 연안 시·군의 축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4]과 같다.

[표 3-14] 충남 축제 현황
구분

축 제

당진시

- 장고항 실치축제, 심훈 상록문화제, 남이흥장군 문화제, 왜목마을 해돋이축제, 한진포
구 바지락갯벌체험축제, 전국 쌀사랑음식축제, 해와 달의 만남&바다불꽃축제, 당진항
토감자축제, 면천 진달래민속축제

서산시

- 서산해미읍성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6쪽마늘축
제, 서산 천수만 세계 철새 기행전, 류방택 별축제

보령시

- 보령머드축제, 보령천북굴축제, 해넘이·해맞이축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온새로밀
축제,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광어·도미 찰배기축
제, 성주산 단풍축제, 주산벚꽃맞이축제, 대천항 수산물 축제, 오서산 억새풀축제,

태안군

- 태안 온국민 캠핑축제(카라반 프로젝트),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나오리생태예술축
제, 태안 자염축제, 태안 바다황토축제, 서해안 해변축제, 가재산 벚꽃축제,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 태안 꽃 축제

서천군

- 한산모시문화제,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동백꽃·주꾸미 축제, 마량포 해넘이·해돋
이 축제,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꼴갑축제, 춘장대 여름문화예술축제, 서천철새여행

홍성군

-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대축제, 역사인물축제, 남당리 대하축제, 남당리 바다송
어·새조개축제, 어사리 전어·해산물 축제, 홍성사랑 국화축제, 내포문화제,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이봉주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 대회

자료: 유학열외(2014), 시군특성화평생교육프로그램발굴을위한기본계획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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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어업인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의식조사
본 절에서는 충남의 어촌계(어업계 포함) 대표를 대상으로 어업·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 어촌계 162개소 중 현재 어촌계장이 부재 중
인 1개소를 제외한 161개소, 어업계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63개소의 어촌계의 대표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방문조사를 통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응답자 속성
응답자는 총 163명이고, 모두 충남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속성을 보면 [표 3-15]와 같다.

[표 3-15] 응답자의 속성
구분
성별

연령

결혼

학력

계원
기간

내용

빈도(%)

남

161(98.8)

여

2(1.2)

41~50세

11(6.8)

51~60세

59(36.2)

구분
계장
재임기간

내용

빈도(%)

5년 이하

119(73.0)

6~10년 이하

32(19.6)

11~15년 이하

8(4.9)

15~20년 이하

4(2.5)

61~70세

83(50.9)

2천만원 미만

7(4.3)

71세 이상

10(6.1)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2(19.6)

미혼

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5(27.6)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7(22.7)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16(9.8)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1(6.8)
5(3.1)
0(0.0)
1(0.6)
9(5.5)

기혼

163(100.0)

고등학교

147(90.2)

전문대
대학
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40년 이하
41~50년 이하
51년 이상

7(4.3)
9(5.5)
19(11.7)
38(23.3)
55(33.7)
43(26.4)
6(3.7)
2(1.2)

연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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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성 98.8%, 여성 1.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충남 어촌은 남성이 주도
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은 61~70세 50.9%, 51~60세 36.2%로 주로 중년 또는 노년
층이 어촌 사회를 이끌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0.2%를 차지하고 있어 학력수
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21~30년 이하가 33.7%,
31~40년 이하 26.4%, 11~20년 이하 23.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촌계장이 10년 이
상 어촌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장으로서의 재임기간은 5년 이하가
73.0%로 대부분 5년 이하의 짧은 시간을 재임하고 있다. 연 평균 소득은 3천만원 이상 ~ 5천
만원 미만이 50.3%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식조사 결과
(1)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인지 여부
전반적으로 충남 어촌계장은 사전에 6차산업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어업·어촌 분야에
서도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어촌계장이 이미 어업·어
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 사례를 직접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항) 기존에 6차산업화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 충남 어촌계장들의 52.2%는 6차산업
화의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얘기라도 들었
봤다는 사람이 36.8%임
-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1.0%에
불과함

54

문항)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충남 어촌계장들의 78%는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음
- 보통이라는 응답이 17.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에 불과

문항) 어업·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 충남 어촌계장들의 69.3%는 어업·어
촌 분야의 6차산업화 사례를 인지하
고 있음
- 모른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함
- 인지하고 있는 사례로는 화성 백미
리, 태안 용신리, 태안 대야도, 보령
무창포, 태안 병술만, 당진 삽시도,
보령 장고도, 서천 홍원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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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추진 여부
총 163명의 어촌계장 중 37명(22.7%)이 현재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어촌계는 주로 가공공장, 낚시, 어촌(갯벌)체험 등을 통해 어
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126명(77.3%)의 어촌계장은 현재 6
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중 69%가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문항) 현재 어촌계에서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 충남 어촌계장들의 22.7%가 현재 어
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고 응답하였음
-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대다수를 차지함

가. 현재 어업 ·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대답한 어촌계는 대부분 어업·어촌 6차산업화가 어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6차산업화
를 추진할 것이며, 타 어촌계에도 추천할 것이라고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6차산업화를 추진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지원, 시설투자라고 응답하였다.

56

문항) 6차산업화가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었는지?

○ 현재 추진 중인 어촌계장들의 86.5%
가 어가소득 증대에 6차산업화가 도
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
에 불과

문항)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 현재 추진 중인 어촌계장들의 91.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6차산업화가 도움
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
에 불과

문항) 향후에도 6차산업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인 어촌계장
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100%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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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타 어촌계에게 6차산업화를 추천할 것인지?

○ 현재 추진 중인 어촌계장들 중 97.3%가
타어촌계에게 6차산업화 추진을 추천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보통이라는 의견이 2.7% 불과

문항)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복수응답)

○ 현재 추진 중인 어촌계장들은 재정지
원, 시설투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음.
- 그 외 주민교육, 인재양성, 홍보지원,
경영컨설팅, 지역자원 발굴 등 필요

나. 현재 어업 ·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 아님”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는 어촌계라도 69%가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6차
산업화가 어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
업·어촌 6차산업화의 추진주체는 어촌계가 되어야 하며, 주로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가공공장
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지원, 시설투자,
인재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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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가까운 미래에 6차산업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 중 69%
가 향후 6차산업화를 추진할 의사를 갖
고 있음
- 보통이라는 의견이 12.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8.3% 불과

문항) 만약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어가소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 중
84.9%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 불과

문항) 만약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 중
84.9%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
답함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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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만약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면 누가 추진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 중
95.2%가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6차산업
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 외 마을 3.2%, 생산자조직 0.8%,
지역수협 0.8%

문항) 만약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분야를 추진할 생각인지? (복수응답)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 중
51.7%는 어촌체험마을, 19.5%는 가공
공장을 희망하고 있음
- 그 외 어촌숙박 9.8%, 직매장 8.4%,
어가레스토랑 2.1%, 낚시 7%

문항)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 현재 추진하지 않는 어촌계장들은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시설투자, 인재양성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 외 지역자원 발굴, 홍보지원, 주민
교육, 주민조직화, 외부연계, 기술전
수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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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식조사 요약 및 시사점
충남 어촌계장들은 6차산업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미 6차
산업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어 6차산업화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어
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촌계장이 전체의 약 22.7%에 달하
고, 대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어촌계라
도 69%가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163명 중 124명의 어촌계장이 현재 6차 산업화
를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어촌리더의 6차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재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6차산업화가 어가소득과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90% 수준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 긍정적인 평가는 그동안 많은 어업인 교육과 다양한 우
수사례를 접함으로써 얻은 직·간접적인 경험과 정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촌계장들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재정지원 및 시설투자를 꼽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어
촌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한 소득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고, 자립적 추진을 위
한 주민 공감대, 리더·주민의 역량 및 마인드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어촌계장들 중 어촌체험마을(51.7%), 가공공장
(19.5%)을 희망하여 기존의 사업방식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추진주체로 어촌계를 지목하여
기존 경제공동체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어
촌이 어촌체험마을, 가공공장 외 사업으로 어업외 소득을 올린 사례가 별로 없고, 어촌계 외의
어촌 내 경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직·간접 경험이 어업·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인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추진방
향, 운영방법, 추진주체, 경영기술, 마케팅 등 실용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어업인의 실천
적인 역량 및 마인드 배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1

제4장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어업·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
남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안 및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산업 간의 단절성, 자원의 분산성, 사업의
산재성, 주체의 비전문성, 행정의 비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1]. 첫째, 산업 간의
단절성이다. 단절이라는 의미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 또는 교류가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의 큰 줄기로 이어져야 하는 6차산업화 과정의 중단이 산
업 간의 단절성이다. 이는 1차 산업 경영체가 타 시·도의 업체를 통하여 가공·유통을 한다든지
2차 산업 경영체가 원물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바다송어는 천수만 일대에서 생산되지만 어묵이나 간송어는 타 시·도의 업체에서 생산된다.
또 예부터 내려 온 토굴이라는 어업유산을 갖고 새우젓을 생산하지만 원물은 타 시·도에서 공
급받고 있다. 즉, 생산은 가능하나 가공, 유통, 관광까지 완만하게 연결되지 않고, 설령 연결되
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것이 아닌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6차산
업화 사업방향 중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커뮤니티 지향”에 반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수산업의 특성 상, 특정 시·군에서 원물 수급 및 위탁가공, 유통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광역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D/B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생산 – 가공 – 유통
– 체험·관광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의 분산성이다. 분산이라는 의미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어업·어촌 형태는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회적 자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일부 개별 어가 또는
업체가 주도하여 자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별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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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자원이 어촌사회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개인 또는 개별 경
영체가 이익을 독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령 개별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산물을 생산, 가
공, 유통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는 개별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6차산업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자본 창출, 지역 일자리 확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6차산업화가 개별 경영체 주도가 아닌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
고, 능력있는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촌계 또는 어촌마을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공동체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개
별기업도 정책적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산재성이다. 산재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마을일수록 점차 특색
을 잃어가고 사업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업인과 어촌계는 어로활동을 통하여 수
익을 창출하는 경제주체 또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어업인 또는 어촌계에게 어업외 소득 증가
를 위한 과다한 사업추진을 요구함으로써 마을 내 갈등 유발과 추진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산재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충남의 경우, 어촌체험마을은 갯벌체험, 독살체험, 낚시 등 비슷한 체험프로그램을 갖고 있
으며, 마을별로 크고 작은 갈등을 갖고 있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
다. 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우수마을에게 정책지원이 집중되어 추진주체에게 부담을 주고,
충분한 사전정보와 지식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어촌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마을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기 보다는 의지가 있는 신규마을을 발
굴하여 주민교육과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색깔있는 6차산업화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마을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권사업보다는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주체의 비전문성이다. 6차산업화는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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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인 추진주체와 진취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의 경우, 고령화·여
성화·과소화되어 이러한 추진주체와 리더를 찾아보기 어렵다. 평생 어로활동에 종사한 어업인
이 가공공장, 레스토랑, 체험마을 등 2차·3차 산업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
다. 또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 소비트렌드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나, 현재 고령화된 어촌주민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개선방안으로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역리더 육성이 필
요하다.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촌리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덧붙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 기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도시민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이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의 비전문성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6차산업화의 이론적 개념이 시작되었으
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정확한 개
념, 어업·어촌분야로의 접목, 적절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향에서 행정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어촌관광, 체험마을, 수산물가공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 등 다양
한 사업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앙부처 사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 혼선이 발
생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업인들이 6차산업화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행정라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귤럼을 통해 전문
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어촌개발, 수산식품·가공, 어촌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들 간의 업무적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단순히 어업·어촌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문화·관광과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자체 내 부서 간의 면밀한 협조 및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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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충남의 정책방안 및 프로세스
1) 충남의 정책방안
앞서 충남의 현황 및 자원, 사례를 바탕으로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와 어촌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충
남만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광역단위 6차산업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소한 충남의 6차산업화는 지역에
서 생산되는 원물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 순환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 내 어가, 어촌계, 가공업체, 유통업체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
하고 매칭·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 내 유휴 가공시설을 6차산업화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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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실제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농업·농촌과 연계를 추진하고, 농업·농
촌 분야의 가공시설, 판매·유통시설, 체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
해야 한다.
둘째,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어촌 6차산업
화 성공사례가 거의 없어 개별 경영체 중심의 비즈니스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산
업화는 1차·2차·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향후 어촌계,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3농혁신 6차산업화
팀” 내 어업·어촌 분과를 신설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어업·어촌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
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어촌마을의 개성을 반영한 중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앞서 말했듯이 개별 어촌마을에 여러 사업이 포진
되면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개발사업이 되고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어촌마을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을특성에 맞는 중점사업만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촌체험마을이 강점인 곳은 체험·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고,
수산물 생산과 가공이 강점인 곳은 생산·가공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집중사업 외
복수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어촌마을은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젊은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지역리더를 육성해야 하고, 그 구성은 귀어·귀촌인과 젊은 층이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민 및 청년층의 귀어·귀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6차산업화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
공, 유통, 체험·관광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고, 소비트렌드
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귀어·귀촌인 또는 젊은 층이 주도해야 한다. 또 마을의 향토음식,
체험·관광, 숙박 등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 크므로 여성 어업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강화되
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차산업화의 필요
성, 커뮤니티의 가치, 마을발전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업인들이 6차산업화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담
당하는 공무원들의 지식과 능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충남도와 시·군
66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 정예육성
공무원 등의 교육에서 6차산업화, 어촌개발, 수산물 로컬푸드와 관련된 강좌를 신설할 필요
있다. 또 농업·농촌 담당업무와 연계를 통하여 외연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농촌과
어업·어촌이 융·복합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과 정책연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民)주도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조직 육성과 마케팅활동 강화이다. 충남의 어촌
리더들을 중심으로 “(가칭)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협회”를 발족·육성하고, 그곳을 통하여
지역 수산물, 수산가공품, 체험·관광 등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어촌주민의 지속적
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수산식품 공동브랜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
을 담당하는 등 어업·어촌 6차산업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 충남의 프로세스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충남도, 각 시·군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6차산업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어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충남도와 각
시·군,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다음 [그림 4-2]와 같은 협력 프로세스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과 같이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은 충남도, 시·군, 3농혁신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내 6
차산업화가 가능한 어촌마을, 경영체를 발굴하고, 이를 「충남 어촌 융·복합산업 경영체」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각 프로세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마을 또는 경영체 발굴 단계이다.3) 각 시·군이 지역에서 6차산업화 추진이 가능
한 유망 어촌마을, 경영체를 발굴하고, 이를 충남도에 통보함으로써 「충남 어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군은 6차산업화 추진 여건 및 주민의지를 확인
하고, 지역리더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한다.

3) 여기서의 마을은 어촌계 구성에 따라 단독마을 또는 2∼3개의 마을이 묶인 권역단위 마을을 모두 포함하여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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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이다. 3농혁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
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한다. 마을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마을리더 및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의지를 고취
시켜고 자립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또 사업계획서는 3농혁
신 “6차산업화팀”에서 검토받아 타당성과 사업성이 확보된 경영체가 사업주체로 선정될 수 있
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및 지원 단계이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경영체에 한하여 중
앙정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충남도 차원의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추진 및 지원 단계이다. 사업이 확정된 경영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마케팅, 서비스, 가공기술 등에 대
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사업지속성 확보 및 관련사업 육성 단계이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한
다. 그리고 사업 방향성이 일치하는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집적화·규모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
영·운영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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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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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충남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광역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어
업·어촌 분야에서는 전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이런 평가의 차이
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충남의 수도권과의 근접성, 다양
한 자연·환경·생태 자원,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에 최
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수산물과 갯벌은 도시민에게 특색있
는 신선 수산물을 공급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역 어업인들도 6차산업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은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다. 다만, 수산업의 특성
상 수산물의 신선도가 강력히 요구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기에 제한적이며, 어촌이라는 공간
이 폐쇄적·배타적이라는 점에서 농업·농촌 분야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고령자가 증가하며,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현 시점에서
6차산업화는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어업·어촌의 전통문화와 어로활동을 계승·발전시키
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
화 정책이라도 좀 더 가다듬고 세련되게 발전시켜 충남의 대표 수산정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정의하고,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
방안,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아직 어업·어촌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되어 사례가 부족하고 정확한 분석보다는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어업·어촌 6차산업화 연구의 기
본 틀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타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6차산업화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충남도
의 어업·어촌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어업·어촌 6차산업
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점진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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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 어촌활성화우량사례집4)

자료: 일본 수산청, 어촌활성화 우량사례집, 2014.

4) 본자료는2014년11월일본수산청에서발표한자료를번역·정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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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자원 「연어」를 활용한 도시어촌교류
□ 지 역 명: 홋카이도 시베츠정
□ 추진단체명: 시베츠 그린투어리즘 교류추진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일본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어 생산지로서 많은 출하량을 자랑하는 어촌
‣ 시베츠 관광협회 등, 정(町)내 관계 18단체가 2001년부터 협의회 설립
□특 징
‣ 도시주민에 대한 연어낚시, 가을 연어 가공체험, 향토요리 만들기 등 지역자원인 연어
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류 추진
‣ 고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역 HACCP」를 도입하고, 산지 위생관리에 대한 주민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안전·안심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최근에는 1천명 이상의 수학여행 학생을 받았으며, 매년 약 2천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식재료의 지역조달율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 향후 계획
‣ 체험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낙농민박의 확대 모색
‣ 지역산 상품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모색하고, 고용 확대 및 귀촌인 확대
촉진

가을 연어 가공체험

어항 견학 투어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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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보마이 수산물 브랜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어촌 활성화
□ 지 역 명: 홋카이도 네무로시
□ 추진단체명: 하보마이지구 마린비전 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지역 주요산업인 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진흥계획 설정·각 액션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어업인,
어협, 지역주민, 상공업·관광업, 농업·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여 2006년 협의회 설립
‣ 「어업경영」,「어촌교류」,「지역브랜드화」,「위생환경」의 4개의 전문 분과를 설
치하고, 하보마이의 장점을 어필
□특 징
‣ 지역상품등록으로 「하보마이 다시마 간장」,「잇뽄다치 하보마이 꽁치」, 「하보마
이 다시마」를 출원하는 등 브랜드 및 상품 개발
‣ 활동내용에 대하여 홍보지(마린비전 뉴스)를 발행하고, 어협조합원, 어협계통단체, 관
공서, 신문사 등에게 배포(850부), 네무로시 홈페이지에 게재
‣ 「하보마이 다시마 축제」의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 2007년 제 1회 2,500명(100만엔) → 2014년 제 8회 4,300명(230만엔)
□ 향후 계획
‣ 2004년 6월에 개설된 인터넷 통판 사이트 「하보마이 생선시장」을 활용한 홍보활동
으로 하보마이 브랜드 확립 및 판로개척 도모
‣ 어업체험 프로그램 질적 향상, 로컬식당 개설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
‣ 지역 중학교에서 개최해 온 수산교실을 후계자 육성대책의 관점에서 적극 추진

생산요리 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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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체험

하보마이 다시마 축제

3. 신비의 생선 노랑가자미 자원회복·브랜드화
□ 지 역 명: 홋카이도 다테시
□ 추진단체명: 에리모 이서지역 재배어업진흥추진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북해도 에리모 이서지역 태평양해역(히다카 관내 에리모정~오시마 관내 하코다테시 미나미
카야베)에서 재배어업 추진을 소관하는 5개 관계 수산단체로 구성(관계 15어협 및 20시정)
‣ 1970년대 어획량이 급감하여 한 때는 「신비의 생선」이라고 불린 노랑가자미를 회복
시키기 위하여 인공종묘 생산·방류 추진
- 2006년부터 100만미 방류를 시작하여, 2008년 이후 100톤 수준까지 어획량이 증대
- 2013년 어획량은 126톤, 어획금액은 1.5억엔으로 에리모 이서지역 연안어업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
□특 징
‣ 어획된 노랑가자미는 시장조사 등의 결과, 대부분 인공종묘방류어로 확인
‣ 일반 공모로 「오쵸(王蝶)」라고 명명, 상표등록을 통한 규격 통일 추진
‣ 온천지 및 지역 요리점에서 메뉴화 추진 등 지산지소 추진
□ 향후 계획
‣ 도쿄 및 삿뽀포 등 대도시에서의 판촉활동 및 대형 백화점과 연계한 홍보활동 등으로
판로 확대 추진

노랑가자미

방류

백화점과 연계한 판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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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저한 자원관리와 브랜드화(쥬산호수 재첩)
□ 지 역 명: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 추진단체명: 쥬산어업협동조합·샤리키어업협동조합 등
□ 개요 및 현황
‣ 쥬산호수 내수면어업권 행사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1975년 쥬산어협과 샤리키어협의
내부조직으로 내수면어업권관리위원회 설립
‣ 재첩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어구어법, 조업기간·시간, 각장제한 등 자원관리
에 대한 협의, 재첩어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실시
‣ 최근 어획량은 2,000~2,400톤, 생산금액은 14억엔 전후, 단가는 600~700원대로 안
정적이며, 재첩어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공헌
□특 징
‣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① 어구·어법 제한(적정어구 사용, 마력제한, 지정용기 이
용), ② 조업기간·시간 제한, ③ 각장제한, ④ 금어구, 휴어구 설정, ⑤ 어획량 제한 등 실시
‣ 쥬산 호수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호수 주변에 나무심기 및 청소하기, 호수 안 어장 경운 등 실시
‣ 지속적인 어업을 어필하는 수산 에코라벨제도인 마린 에코라벨 재팬(MEL) 인증 획득
□ 향후 계획
‣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계자 모두 쥬산호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재첩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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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 선별작업

시장에 출하

5. 1~3차산업 연계에 의한 상어고기 고부가가치화
□ 지 역 명: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 추진단체명: 상어의 마을 게센누마 구상추진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협의회는 상어 관련업자 외, 게센누마시, 어협, 상공회의소, 선주조합 등으로 구성
‣ 게센누마시의 상어관련업의 유지·존속 목적
□특 징
‣ 1~3차 산업을 연계하여, 활용이 별로 없는 상어고기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어 먹거리
마케팅 창조 실현
‣ 지역의 토산물점 및 음식점과 연계하여 게센누마만의 차별적인 상어상품 개발
‣ 기존의 상어고기 이용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촉진
‣ 외식산업 및 식품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하여 타 지역에서의 이용확대 모색
‣ 높은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상어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 향후 계획
‣ 상어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일본 중국요리협회 상어고기 콩쿨

상어 돈카츠 도시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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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자와 음식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산지 브랜드화
□ 지 역 명: 미야기현 센다이시
□ 추진단체명: 토호쿠 식의 힘 프로젝트
□ 개요 및 현황
‣ 동일본 대지진 후 경제부흥 및 인재 인재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와 음식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발족
‣ 2013년 「식을 통한 지역 부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일반 사단법인화하여 먹거
리에 특화된 활동 전개
□특 징
‣ 생산자와 음식점이 직접 거래·유통을 하면서 산지 브랜딩하여 생산자 활성화 촉진
‣ 센다이를 중심으로 행정·외식·생산자가 일체가 되는 해산물 판매 및 홍보 이벤트 개최
‣ 산지 직송 공동구입 참가 및 생산자와 음식점 간의 직접교류를 통한 수익성 향상
‣ 메뉴개발을 포함하여 지역식재료의 메뉴화 및 지역브랜드화 정착
□ 향후 계획
‣ 지속성이 있는 네트워크 확립을 위하여 외식관련 기업과의 교류 및 월례 공부회 등 실시
‣ 수도권 등의 소비자에게 지역 매력을 직접 호소하는 기회 제공
‣ 일본 최초의 JR역 구내에 어업생산자, 음식업자, 수산가공업자들로 구성된 공설시장을
2015년 설립

생산자와 음식점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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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과 음식점의 합동이벤트

7. 어협 여성부가 경영하는 식당 (어머니의 가게)
□ 지 역 명: 미야기현 오오아리이정
□ 추진단체명: 오오아라이정 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오오아라이정 어협 여성부에서는 시장가치가 낮은 생선에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산 수산물을 이용한 식당 메뉴 및 가공품 등을
개발·제공
‣ 중소기업 진단사를 초대하여 경영공부회, 수산시험장에 의한 위생관리지도 등을 거쳐
2010년 4월 「어머니의 가게」를 오픈
□특 징
‣ 신문·TV 등의 매스컴을 통한 지명도 확대로 도시 소비자 유치
‣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어패류를 이용한 「어부요리」는 어업과 친근감이 없는 소비
자들에게도 호평받아 어식보급 추진에 공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어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으나 81일만에 재개
‣ 정(町)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참가 및 신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 향후 계획
‣ 휴일 및 연휴 등 고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식당이 협소하여 현재 규모 확대 중

어미니의 가게

판매하는 인기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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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산업 6차산업화
□ 지 역 명: 시즈오카현 이토우시
□ 추진단체명: 이토우 어업협동조합
□ 개요 및 현황
‣ 시즈오카현 동부의 이토우시, 아타미시에 걸친 광역단위 어협
‣ 이토우 어협이 개설한 이토우 어시장에서는 고등어, 오징어, 방어, 정어리 등 100종류
이상의 어종이 연간 약 7,000톤 어획
‣ 지산지소와 어식 보급을 목적으로 어협 직영식당 「파어파(波魚波)」 개설
‣ 아침에 어획한 선어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어협 정치망어업 어획물을 지역 슈퍼와 직접거래
□특 징
‣ 직영식당에서 지역 산 어패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이 저조한 생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저가치의 생선 요리를 통하여 가치 제고
‣ 슈퍼의 수산부문 담당자 46명이 정치망어업을 체험하고 「바다에서 부엌까지」 스토
리를 공유하는 직접거래 추진
‣ 생선뼈 분리기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가공작업을 통한 판로 확대
□ 향후 계획
‣ 어업인 스스로 판매점을 설치하고, 생선의 좋은 점과 조리방법 등을 적극 홍보
‣ 판매촉진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생선뼈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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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1 그랑프리에서 수상

인기메뉴

9. 전통과 수산자원을 지키는 적극적인 증식사업 전개
□ 지 역 명: 토야마현 토야마시
□ 추진단체명: 토야마 어업협동조합
□ 개요 및 현황
‣ 토야마 어협은 진즈강을 어업권 어장으로 한 어업협동조합으로 지금부터 130년 전
(1884년)부터 연어 인공부화 및 방류사업을 실시
‣ 그 외 은어 및 송어 증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 어도 만들기와 산란장 보호 등 진즈강의 환경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에 대한 스포츠 및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공헌
□특 징
‣ 방류 종묘뿐만 아니라 자연산 은어, 송어도 다량 어획되어 은어와 송어가 잡히는 강으
로 전국적인 인지도 보유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치어방류체험, 연어 인공부하작업 견학, 송어 자연산 알 관찰
등 실시
‣ 낚시단체, 지역기업 등과 연계하여 하천 청소, 미화활동 등으로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대응
□ 향후 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의식 고취 및 지역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방류를 대기하는 연어 치어

어도정비

유어 활동 중인 진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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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 내 경제순환 추진
□ 지 역 명: 토야마현 쿠로베시
□ 추진단체명: 쿠로베 어업협동조합
□ 개요 및 현황
‣ 쿠로베 어협은 도야마항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어장이 있는 토야마항을 배
후로 매년 꼴뚜기, 흰새우, 회유어 등 다양한 어종이 어획
‣ 어획한 생선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어협에서 간이가공장을 정비하고, 오징어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종은 가공하여 판매
‣ 직매장 「이쿠지」를 운영하고, 지역 산 생선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모색
□특 징
‣ 어협을 통한 생선의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요리교실」과 「체험교실」등을 개최하
고,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쿠로베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립하여 벚나무 심기 등을
개최
‣ 지역자치회 주도로 교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을걷기 실행위원회」를 조직하
고, 연 1회 자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가 공동으로 「마을걷기 페스티벌」 개최
□ 향후 계획
‣ 지역어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류인구 증가 모색

흰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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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이쿠지」

이쿠지의 반찬류

11. 어업과 관광의 공존공영
□ 지 역 명: 아이치현 미나미치다정
□ 추진단체명: 히마카지마 어업협동조합
□ 개요 및 현황
‣ 조합원 수 706명 (정조합원 446명, 준조합원 260명)
‣ 주요어업: 잠수기어업, 저인망어업 등
‣ 히마카지마는 치다반도에서 고속선으로 약 15분 거리(6.6km)에 위치하였으며, 세대
수 630호, 인구 약 2천명의 작은 섬
‣ 연간 약 25만명의 관광객 방문
□특 징
‣ 어업과 관광업을 연계하여 도서의 특징을 살리고, 축제와 시식회, 직판 등 다양한 이벤
트로 「먹으러 가는 섬」 이미지 어필
‣ 어업과 관광업 연계를 통하여 연간 8천명의 수학여행단 및 임해학교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업체험 프로그램, 수족관 체험, 돌고래 체험 등 제공
□ 향후 계획
‣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통기관 연계 강화를 통하여 「문어와 복어의 섬」브랜드 개발
‣ 어업과 관광업의 공존공영을 실현하여 제값 받는 수산물로 어가 수취가격 상승
‣ 어업체험 등 6차산업화에 적극 대응

문어통발

문어 기념품

명물인 문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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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합조개의 부활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지 역 명: 미에현 쿠와나시
□ 추진단체명: 아카스가어협 청장년부 연구회
□ 개요 및 현황
‣ 아카스가 지구 어업의 상징인 대합조개는 고도성장기의 매립과 지반침하로 갯벌이 소
실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
‣ 대합조개 자원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아카스가어협 청장년부 연구회는 종묘 생
산기술 확립과 치패의 종묘방류 등 다양한 활동 전개
□특 징
‣ 연구회 활동, 어협의 엄격한 어업규제, 인공개벌 조성 등을 통하여 한 때 절멸상태였던
대합조개 자원이 2012년 188톤까지 어획량 회복
‣ 자원회복에 따라 지역을 떠났던 어업인 자녀들이 지역을 귀향하면서 연구회도 20~30
대 젊은 층 주도로 활동 전개
‣ 부활한 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어장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회복 노력을
시민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갯벌 관찰회, 조업·어장견학회 등 활동 추진
‣ 시민에게 대합조개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요리 레시피 개발·보급
□ 향후 계획
‣ 적극적인 어장 감시활동을 통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어협, 행정, 시민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 확보

아카스가어협 청장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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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감시 활동

갯벌체험

13. 직판과 요리교실 등을 통한 어식 보급
□ 지 역 명: 효고현 타츠노시
□ 추진단체명: 무로츠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무로츠어협 여성부는 1959년 발족한 이후 해안청소, 나무심기 등 바다를 지키기 활동 추진
‣ 「무로츠의 수산물을 식탁에」를 목표로 2002년부터 여성부가 어협과 공동을 운영하
는 직매장「토토이치」를 오픈하고, 2004년부터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여 반찬류와 도
시락 판매 등 개시
‣ 인근 직매장 「미츠」에서 개최하고 있는 「어부요리교실」을 통해 어식 보급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특 징
‣ 어협이 매매참가권을 갖고 있는 산지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매주 토
요일에 개최되는 「토토이치」에서 선어뿐만 아니라 도시락과 반찬류도 판매
‣ 인근 대도시권에서 고객이 증가하여 연간 방문객이 15,000명 이상
‣ 시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시가 무로츠어협 인근에 개설한 직매장 「미츠」등에서 시
내 전 초등학교 4학년(약 800명)을 대상으로 어식학습 실시
□ 향후 계획
‣ 현재 활동 중인 13명으로는 직매장과 요리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향후 체제정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

수산물 체험

어식학습

무로츠어협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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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서 어업의 후계자 확보
□ 지 역 명: 야마구치현 하기시
□ 추진단체명: 오오시마
□ 개요 및 현황
‣ 하기 앞바다에서 약 8km 떨어진 오오시마는 평균연령 약 40세로 중형 선망어업 성행
‣ 일본정부의 어업취업자 확보, 육성사업 등 후계자 대책을 활용하여 카나가와현 및 시
가현 등에서 후계자 신규 취업 (중형 선망어업 12명 취업)
□특 징
‣ 휴일 설정 등 젊은 층이 요구하는 근로환경 조성
‣ 현, 시, 어협이 연계하여 모집, 연수, 취업, 정착까지 일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시에서 주택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을 인증받고, 전국 프랜차이즈형 수도권 음식점과의 직거래
사업 추진
□ 향후 계획
‣ 신규 취업자의 요구에 맞는 충실한 연수·지도체계 구축
‣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계자 정착 유도

오오시마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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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직송 선어

15. 베테랑과 젊은 층의 연계를 통한 가공품 개발
□ 지 역 명: 야마구치현 다부세정
□ 추진단체명: 야마구치현어협 다부세지소 「신선 다부세」
□ 개요 및 현황
‣ 야마구치현 어협 다무세지소에서 소형 저인망어업을 통하여 갯장어, 오징어, 가자미류
등 다양한 어종을 어획
‣ 외부에서 젊은 취업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어촌으로 유도하여 귀어 정착 지원
‣ 젊은 취업자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기술 지도 및 생활 측면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특 징
‣ 베테랑 어업인 부부(스승)와 젊은 취업자 부부(제자)가 그룹 「신선 다부세」 결성
‣ 스승의 지도 아래, 소형저인망 및 건망으로 어획된 각종 수산물 중 저가로 판매되는
것에 한하여 가공품으로 개발
‣ 냉동 프라이, 건어물 등의 가공품은 다부세정 내의 특산품점 등에서 판매
‣ 저가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종래의 가격보다 약 10배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판매 가능
하고, 종래의 어획량을 조절하여 기존보다 약 2배 이상 순수익 달성
□ 향후 계획
‣ 새로운 젊은 취업자가 귀어·귀촌하여, 현재의 제자가 스승으로 「신선 다부세」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

신선 다부세

가공장

주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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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어촌교류
□ 지 역 명: 토쿠시마현 미나미정
□ 추진단체명: 이자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이자리 지구는 미나미정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작
은 어촌 집락촌
‣ 최근 급감하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하여 1992년부터 지역 초등·중등 병설학교가 폐교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 2000년에 전 주민이 참가하는 「이자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협의회」가 설립되고,
「교류」를 키워드로 활동 전개
□특 징
‣ 가족 모두 이자리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1일 어촌유학체험 「오
세요! 바다의 학교에」를 실시
‣ 지역 어업인들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복따기, 가재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가르치고,
어획된 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
‣ 해녀와 어부들이 운영하는 이자리 카페를 오픈하여 당일 아침에 어획한 수산물을 요리
하여 판매
□ 향후 계획
‣ 선택받은 마을, 외부에 열려있는 마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창조적 지역·집락 재생

바다의 학교 개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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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요리 체험교실

어업체험

17. 어협 여성부에 의한 지역브랜드화
□ 지 역 명: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 추진단체명: 유스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유스어협 여성부는 지역자체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2008년부터 양식 참돔과 방어 등
지역 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 개시
‣ 2010년부터 「유스 부엌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유스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이동 판매
차(키친카)를 통하여 타베타이(돔을 활용한 주먹밥), 데리야키 스시(방어 데리야키
스시) 등을 현 외 지역에서 이동판매
□특 징
‣ 어협 여성부 활동의 정체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기존 장년층의 회원과 단절하고, 2008
년부터 활동의욕이 있는 부원을 새롭게 모집하여 조직 재편
‣ 신생 여성부로서 여성부장을 중심으로 여성부 전원이 지역 산 수산물 가공·판매 등 대응
‣ 젊은 세대 참가가 확대되어 20대~60대까지 폭 넓은 세대가 진취적으로 활동
‣ 상품 개발·판매에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상품 패키지, 유니폼, 포스터 등 통일된
디자인으로 채용하고, 토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브랜드화 추진
□ 향후 계획
‣ 지역활성화와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바다를 지키는 활동」과 「어식
보급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구상

키친카

타베타이

유스어협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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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령자가 대응할 수 있는 어업
□ 지 역 명: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 추진단체명: 이토시마어협 카후리지소 대합조개회
□ 개요 및 현황
‣ 대합조개회는 연안 어업을 은퇴한 고령자 및 여성 어업인을 중심으로 대합조개 자원
관리, 어업 고령자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1997년 발족
‣ 대합조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단가
향상을 위한 출하처, 출하방법·시기 조절,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어업경영안
정 활동 추진
‣ 대합조개 생산안정 및 어촌의 고령자 대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특 징
‣ 자원관리 방법은 ① 어구·어법 제한, ② 조업기간·시간 제한, ③ 각장 제한, ④ 금지구
역 설정, ⑤ 자연산 치패 이식방류, ⑥ 자주적인 벌칙 도입, ⑦ 어장감시, 자원조사, 적
정어획량 결정 등 실시
‣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출하처를 지역 후쿠오카 선어시장에서 관서방향으로 확대
‣ 출하방법을 발포 스티로폼에서 직접 제작한 고급 나무상자로 변경하고, 택배, 수의매
매 등으로 단가 상승 실현
□ 향후 계획
‣ 대합조개 브랜드화를 통하여 직매장에서 판매 확대
‣ 어업인 스스로 굴 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합조개 선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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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용 나무상자

어업인 굴 판매장

19. 수산업과 관광의 연계
□ 지 역 명: 오이타현 사이키시
□ 추진단체명: NPO법인 카마에 블루투어리즘 연구회
□ 개요 및 현황
‣ 카마에 지구는 오이타현 남동부에 위치한 사이키시의 12번째 포구이고, 현을 대표하
는 수산지역
‣ 1991년 「오이타현 마린컬처센터」가 건설되고, 지역에서 수산업과 관광 간의 연계방
안에 대한 관심 고조
‣ 2006년 「카마에 블루투어리즘 연구회」가 설립되고, 2008년 법인화 전환
□특 징
‣ 2007년에 「아마베 와타세 대학」을 개교하여 매년 6천명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 여성이 카마에 전통요리 등을 제공하는 「아줌마 바이킹」으로 수익창출
□ 향후 계획
‣ 6차산업화·지역브랜드 만들기가 양식기술 개발, 젊은 어업후계자 양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모색

방어양식장 체험

아줌마 바이킹 식당

캐릭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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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업 등 체험형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 지 역 명: 오키나와현 이에촌
□ 추진단체명: 이에지마 관광협회
□ 개요 및 현황
‣ 오키나와현 이에촌(이에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의 본부항에서 페리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
‣ 연안 선망어업과 양식어업 등 어업, 농업이 성행하는 곳으로 오키나와 평균과 비교하
여 1차산업 취업비율이 매우 높음
‣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는 중에도 2003년부터 당일치기에서 체제형 관광으로 전환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민가체험·숙박사업 추진
‣ 2013년에는 방문한 수학여행단 학생 수가 약 2만명을 넘어, 경제적 효과 약 2억엔 달성
□특 징
‣ 수행여행단을 받은 가정에서 어업, 농업 등을 도우면서 섬 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휴먼 투어리즘」을 마을 전체에서 실시
‣ 이에촌에는 중학교까지 밖에 없어, 각 가정에 남는 자녀들의 방을 수학여행단에게 제
공하여 활용
‣ 어업·양식 및 농업 등 다양한 체험을 지역 내 가정에서 서포트하여 실시
□ 향후 계획
‣ 이에촌 민가 간 정보교류를 긴밀하게 하여 어패류, 풍토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를
육성하는 등 민가체험·숙박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수학여행을 계기로 이에촌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어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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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체험

민가체험·숙박 교류

21. 다른 업종과 연계한 환경보전
□ 지 역 명: 오키나와현 온나촌
□ 추진단체명: 팀 츄라산고
□ 개요 및 현황
‣ 오키나와현 내 기업 6사와 현 외 기업 8사가 참가하여 「산호 재생 프로젝트」를
2004년 결성
‣ 온나촌에서 지역 자원봉사, 다이버 등과 산호 증식활동 전개
‣ 산호초 보전 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특 징
‣ 자원봉사 다이버를 통한 산호초 식재, 산호 공부회, 산호 포럼, 산호 교실 등 개최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 양식된 산호의 이식·방류를 일반 시민들도 친밀감을 갖을 수 있도록 「산호 식재」라
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시키는 등 지역 밀착형 활동 전개
□ 향후 계획
‣ 산호초 재생뿐만 아니라 경관, 풍치, 관광자원 등으로 역할 확대
‣ 산호초 보전을 위한 지역규모 기업, 시민, 주민, 행정이 각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적인 조직으로 발전 모색

산호교실

산호 종묘 만들기

식재된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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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충남 어업인 6차산업화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지

∗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 어촌계장:

∗ 시․군명:
∗ 어촌계명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여러
분의 의견을 묻고자 작성된 설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됩니
다. 또한 설문내용은 연구자료만으로 활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 주십시오>
어업‧어촌 6차산업화란 어업 또는 어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융·복합산업화이며 1차(어업)×2차(가공)×3차(관광‧유통)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가레스토랑, 어촌체험마을, 어촌계 내의 가공공장 및 직매장 등이 모두 6차산업
화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1차×2차×3차의 융·복합이 아닌 1차×2차 또는 1차×3차도 가능)
6차산업화와 관련된 정부(또는 지자체)지원과 상관없이, 어촌계 또는 어업인들이 추진하
는 모든 부가가치 창출사업이 6차산업화에 해당됩니다. (단, 조리․가공, 관광, 유통과 결합
없는 수산물 생산활동만은 제외)
- 어가레스토랑: 지역 수산물 (1차) × 조리 및 가공 (2차) × 판매 (3차)
- 어촌체험마을: 어촌자원 및 수산물 (1차) × 체험 및 관광 (3차)
- 수산물 가공공장: 지역 수산물 (1차) × 가공 (2차)
- 수산물 직매장: 지역 수산물 (1차) × 판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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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어촌 6차산업화 인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기존에 6차산업화의 개념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1-2.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를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어업․어촌 분야에 6차산업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 (1-3과 관련하여) 어업어촌 분야 6차산업화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어디서 어떤 형태의 사례인
지 대략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2. 우리 어촌계의 6차산업화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 현재 우리 어촌계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2-2부터 2-9까지 응답해주세요)

② 아니다 (2-10부터 2-15까지 응답해 주세요)

2-2.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3.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추진하고 있다면 주된 추진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어촌계

② 생산자 조직(영어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③ 마을(행정리, 법정리 상의 마을)

④ 지역수협

⑤ 어촌계나 마을 지도부가 아닌 별도의 지역주민 단체

⑥ 기타

∗ ⑤ 또는 ⑥을 선택하신 분은 어느 단체인지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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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시․군, 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그렇다”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사업에 통해 얼마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2-5.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① 재정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② 시설투자

③ 조세감면

④ 주민 교육훈련

⑤ 젊은 인재양성

⑥ 법률 또는 회계자문

⑦ 기술전수 (가공기술 등)

⑧ 홍보지원

⑨ 주민 조직화

⑩ 경영컨설팅

⑪ 지역자원 발굴

⑫ 외부와의 연계

⑬ 기타 (

)

2-8.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향후에도 우리 어촌계는 6차산업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입
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2-1에서 ①을 답하신 분만) 타 어촌계에도 6차산업화 추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0. (2-1에서 ②를 답하신 분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어촌계가 6차산업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
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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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1. (2-1에서 ②를 답하신 분만) 만약 우리 어촌계가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분야를 추
진하실 생각입니까?
① 수산물 가공공장

② 수산물(또는 수산가공품) 직매장

③ 어촌체험마을

④ 낚시(선상낚시, 낙시터 등 ) ⑤ 수산물 전문식당(어가레스토랑 등) ⑥ 어촌 숙박업(펜션 등)
⑦ 기타 (

)

2-12. (2-1에서 ②을 답하신 분만) 만약 6차산업화를 추진하다면 주된 추진주체는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촌계

② 생산자 조직(영어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③ 마을(행정리, 법정리 상의 마을)

④ 지역수협

⑤ 어촌계나 마을 지도부가 아닌 별도의 지역주민 단체

⑥ 기타

∗ ⑤ 또는 ⑥을 선택하신 분은 어느 단체이어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3. (2-1에서 ②을 답하신 분만) 만약 우리 어촌계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4. (2-1에서 ②을 답하신 분만) 만약 우리 어촌계가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5. (2-1에서 ②을 답하신 분만) 우리 마을이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① 재정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② 시설투자

③ 조세감면

④ 주민 교육훈련

⑤ 젊은 인재양성

⑥ 법률 또는 회계자문

⑦ 기술전수 (가공기술 등)

⑧ 홍보지원

⑨ 주민 조직화

⑩ 경영컨설팅

⑪ 지역자원 발굴

⑫ 외부와의 연계

⑬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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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계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우리 어촌계의 가구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구

3-2. 우리 어촌계의 어업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명

3-3. 우리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원

3-4. 우리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주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은 무엇입니까?
(

)
3-5. 우리 어촌계에서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예) 수산물 가공공장, 갯벌, 전통어촌체험시설, 어촌축제, 문화 등 유무형 자원

(

)

4. 어촌계장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4-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30세 이하 ② 만 31세~40세 이하 ③ 만 41세~50세 이하
④ 만 51세~60세 이하 ⑤ 만 61세~70세 이하 ⑥ 만 71세 이상
4-3.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4-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학도 포함)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2,3년제) ③ 대학(4년제) ④ 대학원(석사, 박사)
4-5. 해당 어촌계에 계원으로 계신 기간을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년
4-6. 현재 어촌계장님으로 재임기간은 몇 년째입니까?

년

4-7. 연 평균소득은 얼마이십니까?
① 2천만원미만

②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③ 3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

④ 4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⑤ 5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 ⑥ 6천만원이상~7천만원미만
⑦ 7천만원이상~8천만원미만 ⑧ 8천만원이상~9천만원미만 ⑨ 9천만원이상~1억원미만
⑩ 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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