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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보고서’ 요약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원양 강국 중 하나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원양 어선이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보여 온 행태는 그 위상에 걸맞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누적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이하, 불법어업) 행위가 지난 해 그린피스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외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아닌 원양산업의 양적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있다. 그 때문에 불법어업의 감독, 통제, 감시(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체계가  미비하다. 우선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부터 국제 법규의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다. 또 

불법어업의 감시 및 처벌 체계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을 피해갈 법망의 허점도 다수 존재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초안)을 2014년 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개정으로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제언한다. 해양수산부는 보고서의 제언대로 법률안을 개정 이행하고,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원양수산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그린피스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 요인을 검토하였다.   

 

a)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제적 동기 유발 요인 제공 또는 억제 요인 부재로 불법어업을 

조장하거나 묵과하고 있지 않은가 

b) 원양어업활동을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가   

c)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등의 국제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d) 불법어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을 부추기지는 않는가   

e) 기국(Flag State)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국적을 초월한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s)를 용인하고 있지 않은가, 또 법령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국적기 수시 변경’ 이나 국적기 이동을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가 

f) 어선 증선 등을 방기하는 등 남획을 야기하는 과잉 어획능력을 조장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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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위와 같은 문제 요인을 검토하여 확인한 법령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개혁안을 

제안한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관련 국제법을 반영하고 실제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재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위에 언급한대로 현 법령의 허점에 대한 보완 및 필요 법안 추가를 통해 감독 통제 감시 체계 

선진화를 제안한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작어업 등 모든 형태의 실질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 (제 2조)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을 직접적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들까지 확대, 유령회사 

설립이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국 정부의 

강화된 법령을 피하고자 다른 국적선으로 바꾸는 행위(reflagging)를 막아야 한다. 이를 봉쇄할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항 핵심 내용 및 문제점 그린피스 개혁안 

2조 

법의 적용 대상인 원양산업자(원양어업 및 관련 

사업) 중 대한민국 국적자의 지분이 49% 

미만인 합작 형태의 외국 법인은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어 실질적 소유주가 한국사업자일 

경우 법은 유명무실해진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납입 자본금, 투자 지분, 보유 

의결권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합작 어업 형태의 외국 법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직원과 계약자들에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한 불법어업(IUU)조사 체계 수립 

현 법령에는 불법어업 행위 의심 사례 보고시 이를 어떻게 조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없다.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이에 대한 사법조사권의 발동 및 조사 주체, 형사 조사, 처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3. 불법어업(IUU)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제13, 29, 33, 34, 36조  

국제법규에서 규정한 모든 중대한 불법어업일 경우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어업허가 취소 및 어구 선박 몰수로 징벌한다. 또 직원과 계약자들에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징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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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핵심 내용 및 문제점 그린피스 개혁안 

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국제법규에서 규정하는 심각한 불법어업 중 

일부는 여전히 무거운 처벌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국제 옵서버나 항만국 검색 방해 행위, 조업 

보고 등 통계 서류 조작 행위, 불법어업 어획물 

반입도 심각한 불법어업에 포함시켜 국제 

법규에서 규정하는 모든 경우를 적시한다. 

29조 과징금 

불법어업 등 법규 위반 업체들에 국내 수산물 

수급을 명분으로 어업 정지 대신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불법어업의 

제재를 경감시켜 법 집행력을 약화시킨다. 

해당 과징금 조항을 삭제 또는 과징금을 대폭 

증액한다. 

33조 벌칙 및 

36조 과태료 

제33조 3항과 4항에 명시된 항만국 검색 규정 

위반이나 어선위치추적장치 미부착 등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1천만 원 및 5백 만 원 벌금, 또는 

과태료는 너무 약한 처벌이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 또한 벌금을 대폭 

상향한다. 

34조 양벌 규정 

불법어업 발생 시 원양어업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 

이에 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도록 하고, 

직원과 계약자들에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주에게 있음을 명시, 실질적 

소유주에게 처벌을 강화한다. 

 

4. 불법어업 통제와 감시 강화 (제 15, 16, 17조) 

조항 핵심 내용 및 문제점 그린피스 개혁안 

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 

(VMS)의 설치 

지난 해 개정으로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해상에서 고의로 파손,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위반 사례가 많다.  

관련 법규에 지역수산기구(RFMO)의 조처들을 

즉각 반영하고, VMS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을 최대한 빨리 가까운 항구로 

귀항시킨다. 조업감시센터(FMC)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고장을 

주장하는 선박을 규제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원양어업자들이 조업 내용과 일련의 준수사항 

위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만 

적시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없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만든다. 또한 조업 내용 보고에 혼획 보고도 

의무화한다. 

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 

시험어업은 이 법의 주요 허점이다. 시험 

어업이라는 미명 하에 적절한 통제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시험어업도 국제 법규와 지역 수산기구의 

보존관리 조치 및 결의를 반영하여 허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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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어업 행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제 16조의 2)  

원양어선 등록 및 현황 정보를 공람하도록 한다. 선박 번호와 식별장치, 어업허가권 내용을 공개하고 

연안국 등과 맺은 어업협약에 대한 내용도 공개한다. 

조항 핵심 내용 및 문제점 그린피스 개혁안 

16조의 2 

실태 조사 

불법어업활동 조사 시행 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조사 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위로 단축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 제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원양어선 등록 

및 현황 정보를 공람한다. 선박 번호와 식별장치, 

어업허가권 내용, 불법 어업 어선 목록과 정부의 

후속조치도 공개한다. 

 

6. 원양어업 허가 관련 통제 강화 (제6,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허가와 관련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 전적도 고려하여 어업허가정수를 

정하고 어업허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7. 항만국 검색 강화 및 불법어업 어획물의 한국 반입 금지 (제14조) 

한국은 FAO항만국 협정에 가입, 비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무작위 검색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검색 대상 선박수를 법으로 명시한다. 불법어업(IUU)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거나 의심되는 선박, 

불법어업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 등은 반드시 검색하도록 한다.  

 

또한,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이력추적 제도와 어획물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EU, 미국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불법어업 수산물이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   

 

8. 보조 및 융자 제한 (제13, 25, 26조) 

보조금과 융자를 규제하여 이 자금이 어획 능력을 확대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 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 제한을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강력한 이행 의지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더불어 그린피스는  추후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법의 한계를 지닌 원양산업법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보존을 기조로 한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개혁을 요구한다.  

 

현행법은 산업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성,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둔 해양 보존, 공해 해양보존구역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선진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현재 원양수산정책과 법제를 전 인류의 공유재인 원양수산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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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의 양대 원칙에 기초한 보존 기조로 

개혁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제안하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은 아래와 같다. 

 

 지속가능한 원양산업을 위한 어획 능력 감축: 현재 전 세계 원양수산자원의 87% 이상의 과다하게 

어획 이용되고 있다. 이 상태로 남획이 지속되면 원양산업도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원양어선의 수와 어획 능력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해양보존 구역 지정으로 생태계와 수산자원 회복: 연안과 공해에서 해양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면 해양생태계가 살아나 수산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장려책 마련: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하는 모범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다랑어 등 멸종위기의 수산자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처: UN공해어업협정의 권고안에 따라 

어종별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실천한다. 

 

이상의 개혁안이 정책 기조에 반영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이행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그간의 부끄러운 

불법 어업국에서 벗어나 책임 어업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서만 불법 어업국이라는 낙인으로 

잃은 무형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수산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지속 가능한 원양 산업의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이다. 

원양수산정책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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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분석 및 법령 강화 개혁안 

 

June 4, 2014 

Duncan CURRIE (duncanc@globelaw.com) 

Jiehyun PARK (jiehyun.park@greenpeace.org) 

 

도입 

한국은 세계 최대 원양강국으로 전 세계 5대양에 344척의 어선을 거느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누적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이하 불법어업)행위가 지난 해 그린피스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압력이 거세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이 많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추가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의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린피스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이를 위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제언한다. 

그린피스의 원양산업발전법 분석 및 법령 강화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국익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수산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 한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 관련 국제협약 및 해외 유사법  

한국은 해양 및 수산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어업, 특히 과잉 어획과 불법 어업을 다루는 

‘연성법’도 역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국제법규는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유엔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1995), FAO 

이행협정(FAO Compliance Agreement), FAO 항만국 협정(FAO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한국의 가입이 요구됨), 어획능력관리 국제행동계획 (IPOA-Capacity),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POA-IUU) 등이다. 이들 법규 중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POA-IUU) 

제12조 당사국이 비준, 수락, 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 수산협정을 효과적으로 철저히 이행한다. 

제14조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관련 국제행동계획(Plans of Action)을 효과적으로 

철저히 이행한다.  

제16조 국내법은 불법어업의 모든 측면을 실질적으로 다뤄야 한다.   

제18조 자국민이 불법어업을 지원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한다. 

불법어업과 관련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인 자국민(개인)을 파악하는데 

협력한다.  

mailto:duncanc@globelaw.com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convention.htm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convention.htm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fish_stocks.htm
http://www.fao.org/docrep/MEETING/003/X3130m/X3130E00.HTM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2_037t-e.pdf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2_037t-e.pdf
http://www.fao.org/fishery/ipoa-capacity/legal-text/enhttp:/www.fao.org/fishery/ipoa-capacity/legal-text/en
http://www.fao.org/docrep/003/y1224e/y1224e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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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불법어업 선박, 또 제재 대상을 최대 확대하여 국내법 관할 하에 있는 자국민을 제재할 

때는 엄중한 수위로 처벌하여 불법어업을 실질적으로 예방, 방지, 근절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어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법규위반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불법어업에 연루된 기업, 선박, 개인에 대해 보조금(subsidies)을 포함해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제28조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는 데 있어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직접 협력한다.  

제35조 어선 등록에 앞서 어선이 불법어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제36조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선박은 국적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8조 법규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선박이 국적기를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다. 

제39조 ‘국적기 수시 변경(flag hopping)’을 막기 위해 선박이 타국 국적기를 다는 것과 

어업허가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실질적인 규제를 가한다.  

 

2. 유엔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제18조 기국의 의무 공해상에서 자국 어선들이 협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1) 어업 인허가를 통한 공해상 선박 통제, 2) 

선박의 어업 허가 및 무허가 조업을 막기 위한 규제, 3) 옵서버 프로그램, 

검색 제도, 하역보고, 전재 감시, 양륙 감시, 시장 통계를 통한 목표 어종 및 

비목표 어종 어획 증명 의무화, 4) 보존 및 관리 규정의 영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을 비롯한 어업에 대한 감시, 통제 및 감독, 옵서버 

프로그램, VMS, 공해 상 전재 규제를 통해 보존 및 관리규정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5) 비목표 어종의 최소 어획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어업 규제  

제19조 준수 및 집행 기국은 반드시 자국 선박이 협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a) 

어느 곳에서든 규정 위반 시 해당 조치 집행, b)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조사, 조사의 경과 및 결과를 혐의를 제기한 국가 및 지역 

수산기구(RFMO)에 즉각 보고, c) 자국선박은 누구나 조사 당국에 위반 

혐의 수역 내에서의 선박 위치, 어획량, 어구, 어로행위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d) 위반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된 경우, 지체 없이 자국법에 의한 소송절차가 제기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 억류, 

e) 선박이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취해질 때까지 공해상에서 어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조사 및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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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법이 실제로 지켜지고 위반 행위를 억지할 수 있도록 엄중해야 하며, 

불법어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법규 위반자들로부터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의 선장과 선원에 대해 적용하는 조치는 해당 선장 또는 선원의 

면허 취소, 회수, 정지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20조 집행의 

국제적 협력 

위반 선박의 기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고 연안국과 협력하여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수산기구 회원국은 기국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국소 지역 또는 전 지역의 공해에서 

불법어업을 한 선박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EU 통제법 1005 (2008): 비협력국 파악  

불법어업의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EU 통제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제31조  (a)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민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지원하는 불법어업 (b) 불법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시장에 유입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EU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하는지, (b)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조치, 법규 

위반자로부터 불법어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규제를 하는지,  

(c)불법어업 기록, 특성, 상황, 정도와 

심각성을 반영하는지 

 

제38조 EU 확인의 결과  금수, 시장 반입 금지, 어업 파트너협정 

불가, 공동어업활동 불가 

 

 

4. 미국 어업 보존 및 관리법 –매그너슨-스티븐슨법(Magnuson-Stevens Fisheri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2007년 개정)  

 

매그너슨-스티븐슨 어업 보존 관리법은 미국 해양수산 관리의 최상위법이다. 2007년 개정을 통해 

공해유자망어업금지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대기청(NOAA) 산하 수산국은 미국의 규제에 

상응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 공해상 불법어업, 보호종 혼획 및 상어 포획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국가 목록을 작성하여 격년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어업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해결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2년간의 협의 

기간을 둔다. 해당 국가가 미 수산국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증거를 제공하면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86:0001:003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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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positive certification)을 받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어선의 미국 내 항구 접근이 

거부되고, 해당 어류와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2013년에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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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원양산업발전법 분석 및 법령강화를 위한 개혁안  

 
본 분석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요인을 검토하였다.  

 

a)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제적 동기 유발 요인 제공 또는 억제 요인 부재로 불법어업을 조장하거나 

묵과하고 있지 않은가 

b)  원양어업활동을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가   

c)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등의 국제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d)  불법어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을 부추기지는 않는가   

e) 기국(Flag State)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국적을 초월한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s)를 용인하고 있지 않은가, 또 법령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국적기 수시 변경’ 

이나 국적기 이동을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가 

f) 어선 증선 등을 방기하는 등 남획을 야기하는 과잉 어획능력을 조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상의 문제 요인에서 도출된 법령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의 미비점과 그린피스 개혁안   

 

1.1 전반적 법제 구조와 정의 –제1조와 제2조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남획 및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기보다는 원양산업의 양적 발전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 개정된 본 법은 생태계 기반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접근, 지속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수준 이하다. 원양업계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속가능한 

어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본 법의 목적은 지금과 같이 ‘양적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원양수산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을 직접적 사업자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들까지 확대시켜 

유령회사 설립이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가 납입한 자본금, 투자 지분, 보유 의결권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합작 어업 형태의 외국 법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령회사를 

이용한 법 조항 회피가 가능해 진다. 또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국적기 변경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IPOA에서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한국의 관련 법령으로 기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IPOA-IUU의 용어에 맞춰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IPOA-IUU의 정의는 불법어업에 대한 합의된 정의로서, 불법어업 통제를 위해 최근 체결된 FAO 

항만국이행협정(FAO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과 EU의 IUU 통제법(EU IUU regulation), 

한국의 국가행동계획(NPOA)에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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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수준내로 어획능력 

감축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 의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약 

제117조에 따라 한국은 공해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FAO의 

행동강령(FAO Code of Conduct)에는 과잉 어획능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어획 

노력(fishing effort)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부분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   

 

1.3 원양어업허가: 제6 조 &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허가정수 지정 시 원양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규제, 과학 문제와 과잉 

어획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불법어업 전력 등의 사유를 들어 어업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어업권 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에 불법어업 관련 법규 위반, 불법어업선 목록 등재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4 불법어업 조사를 위한 구체적 체계 부재  

현 법령에는 불법어업 행위 의심 사례 보고시 이를 어떻게 조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수행할 수 는 있지만, 어떻게 조사할 지와 어떻게 해당 사안을 

검찰로 인도할 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불법어업 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조사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해양수산부의 권한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이나 EU의 조사 체계를 연구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반 마련과 인력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인력 확보 및 훈련, 

기타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의 불법어업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POA)은 IPOA-IUU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POA가 IPOA-IUU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린피스가 

원양산업발전법에 IPOA-IUU의 정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NPOA 

(III.2.1.1)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은 불법어업의 모든 측면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제16조). 

NPOA는 “불법어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행과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III. 2.1.3) 점과 “RFMO 관련 규정의 국내법 반영이 시의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는 

점(VIII.3)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말에 그치지 않고 정부 부처의 든든한 뒷받침과 함께 법령에 명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1.5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형 부과 등의 처벌강화  – 제 13, 29, 33, 34조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는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를 근거로 한다. 2013년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처해진다. 이 같은 벌금 및 과태료는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NPOA(2.2.1)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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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규 위반자로부터 어업행위를 통해 축적된 이익을 박탈할 수 있을 만큼 

엄중해야 한다(제21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3조의 3항을 보면 중대한 불법어업임에도 부과한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최고 금액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다.  불법어업 1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가치는 

벌금 보다 몇 배는 더 많으므로, 불법어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5백만 원도 너무 적은 금액이다.   

  

중대한 불법어업일 경우에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어구 및 선박을 몰수해야 한다. 

 

법규 위반 유형과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한 불법 어업행위 목록이 있어야 한다. EU 통제법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제13조 제2항에는 EU 통제법의 중대한 불법어업 목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불법어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행위, 불법어업 수산물 거래 및 수입, 국제 옵서버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조업 보고 등 통계서류 조작 행위나 미보고와 미제출 등의 사례도 중대한 

불법어업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률상의 허점이다. 수산물 수요는 다른 어선으로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의 원양어선 가운데 상당수가 동시에 조업 중지처분을 받아 식량안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불법어업 발생 시 원양어업자,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34조 역시 수정해야 한다. 주의와 노력이 처벌을 면제할 만큼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관련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소유주에게 있다고 명시해서, 직원과 계약자들에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소유자는 유명무실한 관리 체계가 있음을 앞세워 자신소유의 어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 

어선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제35조는 근거가 없는 조항이다. 몰수 조치는 불법어업의 억제 위협 수단으로 

상시 사용되어야 한다.   

 

1.6 입항신고 적용범위 확대 및 항만국 통제 집행 강화  – 제14조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모든 선박은 입항 시 입항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어업행위 또는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선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은 FAO 항만국조치협정과 같은 항만국 통제를 위한 포괄적 체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그 이 협정에 가입하고 비준하여 관련 이행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에 기초해 무작위 

검색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검색 선박 수를 규정해야 한다(EU는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불법어업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되었거나 의심되는 선박,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선박 등은 

반드시 검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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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VMS 설치 의무 – 제 15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상에서 VMS의 작동을 고의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쉽게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최소한 지역수산기구(RFMO)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가 

장기간(1개월)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귀항하여야 한다.   

 

1.8 불법어업 등 원양어업 조업실적 등의 보고와 실태조사 - 제16, 제16-2 

제16조는 조업상황의 어업실적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원양어업자가 혼획 

및 목표 종의 어획량을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내용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즉시 보고 하지 않은 원양어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조치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 보고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5년 마다 불법어업을 포함한 원양산업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은 너무 긴 기간이다.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9 시험어업  - 제17조  

시험어업은 적절한 통제나 보고 없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허점이 될 수 있다. 시험어업을 

국제기준과 지역 수산기구의 보존관리 조치, 및 결의사항을 반영하여 허가를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0 보조 및 융자 제한 – 제13, 제25조, 제26조 

보조와 융자를 규제하여 국가의 자금이 어업능력을 확대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95년 유엔 

공해어업협정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남획과 과잉 어획능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업 해야 할 의무가 있다. NPOA(2.2.1)에 명시되어 있듯, 국가는 

국내법 차원에서 최대한 불법어업에 연루된 기업, 선박, 개인에 대해 보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POA, 제23조).   

 

원양어업자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및 융자, 해당 업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불법어업에도 적용 된다.   

한국은 2007년의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No. 188)가입을 고려하고, 

어선원노동부문관련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Work in the Fishing Sector, 2007 (No. 

199))를 이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어선 선원의 최저연령, 의료수준, 근로계약, 직업 안정과 위생,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LO_CODE:C188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LO_CODE:R19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LO_CODE:R199


 

16 

2. 근본적인 정책 개혁을 위한 추가 제언  

  

이상의 분석과 개혁안에 더해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이 있다. 주로 불법어업 대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행정적 사항이다.   

 

2.1 감독, 통제, 감시(MCS) 개선  

완전하고 공개적인 원양어선 등록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선박식별표시(UVIs), 어업허가권, 조업해역, 

목표종 등도 등록되어야 한다.   

조업감시센터(FMC)는 효율적인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FMC는 매시간 선박의 위치를 

보고받는다고 하지만 관건은 어떤 방법으로 선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가 여부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고장을 주장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할 더욱 명확한 규정과 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VMS가 1주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해 VMS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조업이 가능하다는 FMC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조업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달 후에도 VMS가 미작동 또는 오작동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기국(한국)으로 

귀항해야 한다.  

 

2.2 체계적인 불법어업 조사와 정기보고 시스템  

불법어업활동 조사시행 기간을 단축하고(5년에서 2년로), 조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가 

공표되도록 한다.   

불법어업활동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의 목록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불법어업 의심사례를 보고받는 즉시 개시될 불법어업 조사과정 수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시행한다.   

 

2.3 불법어업 수산물의 한국시장 유입금지  

한국은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이력추적 제도와 어획물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EU, 미국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불법어업 수산물이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  

 

2.4 사전 예방 원칙과 생태계기반 관리 이행으로 전반적인 보존 추구  

현행 법은 산업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성,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해양 보존공해 해양보존구역,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선진적 조항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앞서 제시된 제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향후 법제 개혁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진작하기 위해 모범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제공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행태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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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 지표(reference points)와 사전 예방적 목표종 어업지표의 제한을 

설정(유엔 공해어업협정 요구사항)  

 목표한 어업지표 기준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어획통제 전략 수립  

 최저 기준점으로서 최대지속생산량(MSY)에 기초한 사전 예방적, 생태계기반 어업기준을설정하여 

수산자원 회복 확보 

 직간접 관련 생물종(associated or related species)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제거  

 지속가능한 어업 범위 내로 원양어업 어획능력을 감축시키고 다음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   

o 환경적 영향: 혼획 수준, 해양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 (종간의 구성 및 먹이망에 미치는 영향 

포함)  

o 선박의 법규 준수를 기록   

o 제공된 어업 데이터 양과 질  

o 어획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o 생산되어 시장에 나온 수산물의 질  

o 특히 연안국 공동체 등에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이득  

 정부의 부적절한 수산업 지원금 폐지 – 선박 건조 및 현대화, 면세유, 세금면제 등  

 어선 감척에 대한 인센티브, 어선 감척에 따른 피해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IV. 결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치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근절하면 당연히 한국에 이익이 된다.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나 미국에 의해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피할 수 있다. 비협력국으로 지정 되면, 

한국 어선은 유럽이나 미국 항구의 입항이 거부될 수 있고 해당 국가에 대한 특정 수산물 또는 모든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또한 비양심적으로 불법어업을 저지른 자들 때문에  실추된 명예와 피해, 고통,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막아 합법적 어업을 하는 선량한 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치어, 멸종위기 종, 비목표종, 다른 종까지 포획하는 무분별한 조업을 

근절함으로써 남획, 유해한 조업행위, 어장 파괴를 막는데 기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합법적 원양어업자는 

물론이고 한국 국민이 더 많은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다.   

원양어업 어선의 수와 동력을 낮춰 어획능력을 감축하고, 통제하는 것은 수산자원과 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 세계 수산 자원의 남획과 파괴는 한국의 수산업계에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이야 말로 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해진다면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원양수산업과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 유엔 공해어업협정, FAO 항만국조치협정, FAO 

행동강령과 국제행동계획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어획능력관리 국제행동계획– 등의 



 

18 

국제 법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구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최상의 과학적 

법적 자문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과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업계와 

자국민의 협약을 준수 하면서 지역의 수산기구를 통해 다른 국가(가입국)들과 양자간/다자간으로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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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양산업발전법 분석  

그린피스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밑줄로 표시함 

개정내용 그리피스 제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에 따라 원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원양산업"이란 제 2 호의 원양어업과 제 3 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제 2조 (정의)  

2."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수익적 소유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익적 소유(held beneficially)”란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분, 의결권, 

투자권 소유를 포함해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7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a) 타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제에 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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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한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에 반하여 행해진 어업활동, 또는 해당 지역수산기구의 

협력국가로서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진 어업활동 

(b) 국가법 및 규정에 반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보고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된 어업활동 또는 해당 수산기구의 보고절차에 반하여 보고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어업활동이 해당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해서 행해진 경우  

(c) 무국적선 또는 해당 수산기구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선 또는 

어업회사에 의해 지역수산기구의 적용(application)수역에서 해당 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여 행해진 어업행위, 적용가능한 

보전관리조치가 없는 수역 또는 그러한 어종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해양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어업행위   

제 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 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 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a. 국제적 규제, 정책, 과학 발전  

b. 점진적 영향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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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향  

c.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공해 생물자원 보존 의무. 

d. 과잉 어획 예방 또는 근절의 필요성과 조업노력의 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 조업노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  

[…]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항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장 원양산업   

제 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 6조(어업허가 및 신고)  

(5)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6) 제 5 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 6조(어업허가 및 신고)  

 (5)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해양환경의 상태,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수립된 규정, 국제법, 과학적 고려사항, 불법어업 사례, 원양어선의 수, 원양 

어획 능력 감축의 필요성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6) 제 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7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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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업허가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원양어업 또는 원양산업자는 타국적으로 등록된 어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승인 없이는 어떤 어업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외국 수역 및 공해의 

어업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할 수 없다. 

(9)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들의 국적선 활동에만 

승인서를 발급한다. 

(a) 유엔공해어업협정의 협정국 

(b) 국제수산기구, 지역 수산기구, 그 이하 하부 지역 수산기구나 협의체의 

회원국이거나 수락한 회원국,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 허가와 관련된 

양자간 다자간 어업협의 회원국 

(c) 일련의 국제 어업 협정 및 협의에 의거 공해상 혹은 외국 수역의 자국 

선박들을 통제할 행정 및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 

제 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6 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여부를 결정하고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법 또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원양어업허가 신청자가 제 33조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경우   

6. 원양어업허가 신청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지역수산기구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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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 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 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 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4. 원양어업자가 제 12조를 위반한 때  

5. 제 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 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 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4. 원양어업자가 제 12조를 위반한 때  

5. 제 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1) 원양어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수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제 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1) 원양어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및 보존관리조치와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수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a. 위성 VMS에 의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해 조업량 또는 조업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 모라토리엄에 해당하거나 조업이 금지된 어종에 대한 목표조업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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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 1호부터 제 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 25 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 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재보급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해당 

보존 관리 조치 준수여부에 검색에 대한 이들의 의무 수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조사관련 

증거를 은폐, 내용 왜곡, 폐기하는 행위 

한국이 당사국이 아니거나 해당 기구와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수산기구의 

관할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존관리 조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조치에 반하여 

조업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산물의 거래 또는 수입 등의 사업행위 

12. 제 1호부터 제 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3)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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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수산기구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 25 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 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제 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14조 (항만국 검색)  

 

보고를 하지 않거나,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고장을 주장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할 더욱 명확한 규정과 제재가 필요 

제 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1) 원양어업자는 제 6조제 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1) 원양어업자는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1 개월 이상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은 

본국으로 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령은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관련 지역 수산기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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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1)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 13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1) 제 6조제 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 17조제 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목표종과 혼획의 

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 13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당시 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1 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 16조의 2(실태조사)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 16조의 2(실태조사)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 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  

(1)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업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업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제 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  

(1)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업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업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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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 2항 및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 2항 

및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 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 26조(보조 및 융자) 

(1)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이항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7.30.>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제 26조(보조 및 융자) 

(1)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이항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7.30.>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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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대통령령은 남획과 과잉 어업능력 예방 또는 근절과 조업노력의 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 조업노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지역 수산기구와 국제기구에 의해 

제시된 어업능력과 관련된 조치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 29조(과징금 처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1 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금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29조(과징금 처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금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 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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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벌칙)  

(1) 제 13조제 2항제 1호부터 제 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 6조제 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 23조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한 자  

4.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 23조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 15 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 33조(벌칙)  

(1) 제 13조제 2항제 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 6조제 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 23조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한 자  

4.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 23조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 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 15 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6) 징역형과 벌금에 더해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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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제 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제 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다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3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다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이 해당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제 35조(몰수)  

(1) 제 33 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 35조(몰수)  

(1) 제 33 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소지 또는 사용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 3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6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 13조제 2항제 9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 3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6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 13조제 2항제 9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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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5. 제 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