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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

수산종자 방류I
1. 수산종자 방류

1.1. 종자방류 사업

▒ 종자방류 사업이란?

•인위적으로 생산한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전염병검사를 통해 건강한 개체만을 성장에 적합한 자연환경에

방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5년 11월 수산

자원관리법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류종자인증제는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어린개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동시에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미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방류효과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1.2. 종자방류 현황

▒ 방류량 : 198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2,403백만 마리

▒ 방류어종 비율(1986∼2017년)

- 물량기준으로 대하(58%), 조피볼락(4.2%), 꽃게(4.1%), 보리새우(3.6%), 넙치(3.5%) 5개 어종 73.4% 차지

- 금액기준으로 전복(19.6%), 해삼(11.5%), 넙치(9.4%), 조피볼락(8%), 꽃게(6.4%) 5개 어종 54.9% 차지



8

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1.3. 매입방류사업 체계 및 전염병 검사 흐름도

신청

사후관리(시·도지사)방류 효과조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신청 신청

전염병비감염
전염병 감염

전염병 불검출

보상(지자체)

지원 예산 배정

어촌계 시·군

사전확인

전염병 검사

매입계약

검수

조치 해제 방류

조업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확약서 제출

해양수산부시·도지사

입회 시·도, 지방수산사무소, 어업인 대표
역학조사

(재검사, 감염원인 및 경로 등

방역조치
(이동제한, 격리, 소독 등)

재검사

살처분 ▲

조치유지

전염병 비감염
전염병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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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개요

2.1. 방류수산종자 유전적 관리 강화

2.1.1. 방류종자인증제

▒ 목적 

•양식용 종자와 방류용 종자를 구분하여 건강한(야생유사형)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제도

*「수산자원관리법」제 42조의 2(방류종자의 인증) 신설(2015.02.03.) 및 시행(2015.11.04.)
** 인증대상 품종 : 넙치
▒ 기대효과 

•생태 친화적 자원 회복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인증제를 통해 얻어지는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류효과조사 실시

▒ 방류종자인증제 업무 추진 흐름도

공단 지자체 생산업체
인증넙치방류계획입력요청

1
인증넙치방류계획입력(시스템)

2 (~2.10) 

생산현장점검실시
9 (3~8월) 

종자생산
10 (3~7월)

유전자분석시료(100마리) 채취일정협의(사전 검수일)11

방류종자인증제 추진결과 해수부 보고16 (5~8월) 

종자 생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실시
3 (3월)

나라장터매입방류투찰(g2b)
4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입력(시스템)
5

수정란보급신청서제출(시스템)
6

시료채취 및 전염병 검사 의뢰 (지자체→전염병 검사기관)
12 방류종자 인증 신청서 제출(시스템) 및 대금 입금, 방류종자 수령증 확인(시스템)

13

보급신청서확인 및 수정란 보급일 안내
7 (3~5월) 수정란대금입금, 수정란 수령 및 수령 확인서 제출(시스템)

8 (3~5월) 

인증 결과 확인 후, 결약체결(지자체↔우선협상대상자)
14

검수·방류, 사후관리용 시료 제출, 방류
15

*시스템: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seed.f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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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항목 수행 내용

어미의 개체이력 관리
￭ RFID칩 삽입

- 자연산어미 개체에 삽입하여 개체이력 관리
￭ 외부형질 측정

- 유전자 분석에 이용한 모든 개체들 대상 : 전장, 체장, 무게 등
유전자 분석용시료 확보

￭ 시료 확보 
- 연구소  : 어미시료, 종자시료 제공
- FIRA : 방류효과 조사시료 확보(방류 인근지역 위판장)

유전자 분석
￭ 유전자 분석 과정

- DNA추출 → 염기서열 증폭(PCR) → 친자확인(Genotyping)
- 22쌍(참돔), 11쌍(참조기, 말쥐치), 24쌍(자바리)의 microsatellite DNA 마커 사용

유전적 다양성 관리및 DB 구축
￭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관리

- 대립유전자수, 관찰치 및 기대치 이형접합체율, 다형성 정보지수 분석
-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을 통한 어미관리

어미의개체이력 관리 (RFID) 유전자 분석용시료 확보 유전자 분석 유전적 다양성 관리및 DB 구축+

2.1.2.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 목적 

•주요 방류품종의 자연집단 및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여 방류종자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기준

마련 및 건강도 평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류종자인증제 대상품종 확대 등 방류종자의 유전적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 현황 

•주요 방류품종의 자연집단 대상 유전적 다양성 분석·평가(’19년 기준) 

- 대상종 : 11종(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참돔, 꽃게, 연어, 명태, 낙지, 대하, 말쥐치) 

- 품종 및 지역 집단별 유전자 분석 및 유전정보 DB 구축 

•유전자 분석 관련 기술개발 

- 주요 방류품종에 대한 유전자 마커 및 multiplex PCR set 개발

2.1.3. 지자체 보유어미 유전적 관리

▒ 목적

•주요 방류품종의 자연집단 및 방류종자 생산용 지자체 보유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등으로 건강한 종자방류 확대

▒ 사업 추진 절차 

•협약(MOU) 체결 현황

- 전남해양수산기술원(2017.04.18.), 경남수산자원연구소(2017.03.03.), 제주해양수산 연구원(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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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지자체 보유어미 유전적 관리

▒ 방류종자 생산용 어미관리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감소 위험 점검 흐름도

시작

어미의 개체수와
유래를 파악하고 있다.

자연산 어미만 
중요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자연산 어미를
추가로 수집할 예정이다.

개체간의 혈연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배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산란을 시키고 있다.

다회채란을 하고 있다.

산란한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다.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악하고 있다.

매년 어미를
교환해 주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 감소 위험 높음

예
아니요 혹은 불명

유전적 다양성 감소 위험 중간

유전적 다양성 감소 위험 낮음
*출처: 일본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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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체제에 대한 유전적 교란 위험 점검 흐름도

*출처: 일본수산청

시작

어미의 방류해역의
자연산이다.

문헌 등으로 
대상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알고 있다.
방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어미나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악하고 있다.

자연해역의
유전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유전적 교란 위험 높음

유전적 교란 위험 중간 유전적 교란 위험 낮음

예
아니요 혹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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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태친화적 자원조성 확대

2.2.1. 연어류 자원조성 및 가치창출

▒ 목 적

•연어류 생산·방류 및 자원조성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량 및 어업소득 증대

•바이오·식품 산업화 지원(민간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연어 자원 가치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연어류 자원조성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별 추진절차 기준 수립

▒ 주요내용

•연어 자원조성 및 관리

- 건강 어린연어 생산·방류, 연어 회귀량 분석 및 증대방안 연구, NPAFC 과학조사통계위원회 과학조사

연구활동

•연어 자원의 가치창출 및 고부가가치 사업화 지원

- 연어 자원의 바이오·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연어 자원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연어 보내기 생태체험행사, 어미연어 맞이 생태체험 행사

┃연어류 자원조성 및 가치창출 요약도┃

어미연어확보 시설 설치
9월

포획 및인공수정
10~11월

연어 회귀량 조사(경로 파악 등)

어미연어 맞이생태체험행사

9~12월

10~11월
연어 수정란및 발안란 관리

10~12월
연어 난황기및 부상기 관리
11~익년 2월

유관기관 협력회의 및 활동
7~8월

NPAFC 준비및 참석(활동)
익년 2~5월 연어 이동및 자원환경특성조사

익년 2~6월
전국 어린연어방류량 취합

익년 3~4월
어린연어관리 및 방류

어린연어 보내기생태체험행사

익년 2~3월

2~3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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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어획량 통계 시스템

해면 연어 하천 소상 연어

현장 조사자를 통한비계통 조사 및 검증

양양군 연어축제 해면연어 구입량(비계량) 포함
(FIRA) 수협 위판장별 연어 어획량(마리당 무게 등)

현장 실태 모니터링조사(검증, TAC 활용)

연어사업유관기관

OO수협위판량

검증
환류

보고
알림

OO수협위판량

내수면(동해)생명자원센터

OO수협위판량 OO수협위판량

▲

▲ ▲ ▲ ▲

▲ ▲ ▲

▲ ▲

하천 소상 연어폐사량(자연산란) 포함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관할 하천 어미연어 포획량

연어 방류사업유관기관

관할 하천어미연어 포획량

NPAFC 제출(국내 알림)FIRA(내수면생명자원센터)통계청

낚시어업 어획량(양양 남대천) 포함(설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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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태친화적 전략품종 조성 기술 모델 개발

▒ 목 적

•국가 차원의 전략품종 자원회복을 위한 자원조성 기법 개발·적용으로 지속적 수산자원이용 기반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주요내용

•자원회복 대상종별 생태 친화적 자원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개발

•대상종별 생태특성, 고유종 여부, 주요 생산지 등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조성 기술 모델 개발

•생태 친화적조성 기술 모델의 지자체 기술 이전으로 국가적 자원조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 발판제공

낙지시험산란장조성 및 관리

시험산란장 조성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적지조사( II )

적지조사( I )
추진지원단

(공단)
지역협의회

(지자체/
관할 연구소)

▲▼▲▼

수질환경 퇴적환경 물리환경
・수온(℃) : 18.1~18.4
・염분(psu) : 30.9~31.0
・DO(mg/L) : 5.9~6.2

・강열감량(%) : 1.5~2.2
・COD(O2mg/g ° dry) :4.7~6.4
・입도조성 : 사니질・Eh : 3.7~4.5

・갯벌노출시간 : 5시간
・고도(m) : 235~265

주요 추진사항
・자원관리 : 체포체장/금어기준수
・어장관리 : 경운작업/해적생물구제/청소
・생산관리 : 생산량 제한

기본개념도
・1ha내에 100개체
・10m간격 산란굴 조성
・산란장구역 및 산란굴 표식
・낙지도피시설 설치

환경먹이생물
・저서생물 다양성

- 갯지렁이류, 이매패류 등
・칠게의 분포량

- 평균 100개체/㎡
해적/포식 생물

・고동류
・불가사리류
・포식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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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산종자관리 경쟁력 강화

2.3.1. 방류사업 관리 표준화 방안 수립

▒ 목 적

•수산종자방류사업에 있어 품종선정, 적지선정, 적정량 산정, 검수, 운송방법 등 방류기법의 표준화 및

기술의 적용

•방류사업 표준화로 효율적 방류사업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주요내용

•수산종자 방류기법에 대한 요소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방류사업에 대한 표준모델 제시

•방류사업 표준모델의 운영을 통한 방류절차 개선 및 지자체 기술이전으로 국내 방류사업의 표준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2.3.2. 방류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목 적

•공단과 방류 수산종자 업무관련 기관(해수부·지자체·어업인 등) 간에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운영 현황

•종자방류 주관 또는 집행기관 업무연락망 관리

•당해연도 종자방류사업 계획 및 전년도 종자방류사업 실적 공개

•지자체별 종자방류사업 실적 통계자료 제공

•방류종자인증제 관련 업무 추진(수정란 보급 신청서,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인증서 발급 등)

▒ 수산 종자 방류 계획·실적 취합 추진 절차

방류 계획·실적
입력 요청

FIRA→지자체
방류 계획·실적

입력 후 제출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입력 확인 후 제출

시·도→FIRA
마감 처리 후 
해수부 보고

F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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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란?

•인위적으로 생산한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방류 한 이후 자원조성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물리, 생물, 유전학적 표식을 이용하여 조사해 옴.

▒ 주요 사업내용

•어린물고기의 이동 및 성장 등을 알기 위해 유전자 정보 등의 표식을 이용하여 방류 후 추적조사를 실시

•추적조사와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종을 대상으로 방류어종의 생산량과 혼획률*을 조사

* 혼획률 : 어획된 어종 중에서 방류된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
** 혼획률 조사 : 어획 위판장 등을 통해 방류한 개체의 재포획 여부를 확인하여 혼획률 산정
•수산종자 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

▒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절차

▒ 기대효과

•과학적인 효과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타당성을 제시

•방류효과조사로 얻어진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

•어린 물고기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조사 범위 설정(공간, 시간 범위)
공간범위(정착성·회유성)
정착성 품종은 방류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하고
회유성 품종은 회유 경로에 따라 공간 범위 확대 선정
시간 범위(회수기간)
방류된 종자가 성숙하여 다시 어획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수년에 걸쳐 방류산이 회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

자원·위판장 조사 및 혼획률 조사
자원·위판장 조사
방류산으로 추정되는 개체에 대해 포획 가능한 어구를
선정하여 재포획하거나 위판장을 통해 대상품종 확보
혼획률 조사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방류종자의 친자 확인, 유전자
마커 개발

경제성 평가(BCR, NPV, IRR)
편익비용비율(BCR)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흐름의 현재가치를
비용흐름의 현대가치로 나누어 경제적인 타당성 판단
*대표적인 BCR의 NPV(순현계가치), IRR(내부수익률) 가능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편익(Benefit) 및 비용(Cost) 측정
편익(Benefit)
어업에 의한 편익으로써 수산물 시장의 경제적 잉여
(생산자잉여) 측정
비용(Cost)
지자체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와 종자 생산·
방류 비용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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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지역별 생명자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생명자원실 (사업 총괄)

내수면생명자원센터 동해생명자원센터 서해생명자원센터 남해생명자원센터

강원 충북 전남 경남부산 울산 경북 전북 인천 충남

경제성 평가 결과
품종(기준연도)

참조기(14~16년)
해삼(13~14년)
붕어(13~14년)

돌가자미(13~14년)
문치가자미(11~12년)

조피볼락(10~12년)
대하(12~13년)
참돔(10~12년)
해삼(08~10년)
꽃게(10년)

감성돔(08~10년)
강도다리(08~10년)

볼락(06~08년)
다슬기(08년)

전복(00~08년)
넙치(00~08년)

대상지역 경제효과(배) *결과값>1일 때 , 경제성↑
0 1 2 3 4

전국 2.51
전국 2.97
한강·금강 3.06
경남 3.83
동해안 2.25
경남·전남 3.72
인천·충남 2.06
전남·경남 3.18
남·동해 3.23
충남·전남 1.38
부산·울산·충남·전북 1.26
남해 중부 1.12
동해 해역(강원) 2.79
강원·경북·전남·충북 2.52
충남·강원·경북·인천·전남·경남 1.45
인천·전남 1.47

*2018년 이후, 경제성 분석결과는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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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류종자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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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종자 관리시스템 이용방법II
1. 로그인 매뉴얼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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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당자 변경 매뉴얼 ⋯⋯⋯⋯⋯⋯⋯⋯⋯⋯⋯⋯⋯⋯⋯⋯⋯ 24

2. 지자체 · 수협 방류계획 관리 ⋯⋯⋯⋯⋯⋯⋯⋯⋯⋯⋯⋯ 25

2.1. 방류계획 개별 등록 방법 ⋯⋯⋯⋯⋯⋯⋯⋯⋯⋯⋯⋯⋯⋯⋯ 26
2.2. 방류계획 다건 등록 방법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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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생산업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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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로그인 및 넙치 수정란 보급일정 입력 ⋯⋯⋯⋯⋯⋯⋯⋯ 49
4.3.2. 넙치 수정란 수령 확인서 발급 작성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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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주소창에 http://seed.fira.or.kr/를 입력

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방류종자” 검색

방류 계획·실적
입력 요청

FIRA→지자체
방류 계획·실적

입력 후 제출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입력 확인 후 제출

시·도→FIRA
마감 처리 후 
해수부 보고

FIRA

수산 종자 방류 계획·실적 취합 추진 절차

방류종자 관리시스템 이용방법1

방류종자 관리시스템 이용방법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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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매뉴얼

1.1. 지자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❶ 상단 탭에서 해당기관 종류의 활성여부 확인 : 진한 남색으로 표시

❷ 기관명 키워드를 입력 후 돋보기버튼 클릭

※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으실 경우 문의전화(051-740-2588, 생명자원실) 또는 firaseed@fira.or.kr로 기관명을
보내주시면 추가등록 가능(소요시간: 1일) 

❸ 검색된 기관 중 해당기관을 선택하여 버튼 클릭

❹ 기관명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확인

1

2

3

기관명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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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관명을 입력하면 담당자명에 기본이름이 표기

❷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담당자 선택

※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기존의 담당자명으로 로그인 후  에서 담당자 변경 후 사용
※ 담당자가 2명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담당자 선택

❸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초기비밀번호 : 11111111(“1” 8번)
※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초기화 시켜 드립니다. 
※ 연락처: 051-740-2588(생명자원실)

❹ 로그인정보 확인

나의 정보변경

1

3

2

담당자명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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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당자 변경 매뉴얼

❶ 버튼을 클릭하여 My Page로 이동나의 정보변경

❶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 변경 후 버튼 클릭

※ 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 해주세요!
❷ 수정 팝업창에서 확인 → 사용자정보 갱신 팝업창에서 클릭

수정

확인

1

나의 정보변경 선택1

담당자 이름 변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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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지자체 · 수협 방류계획 관리

❶ 로그인 (1.1. 지자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참고)

❷ 로그인 후 상단 메뉴 클릭

❸ 방류계획 관리 화면으로 이동

방류계획 관리

방류계획 관리화면 이동1



26

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2.1. 방류계획 개별 등록 방법

❶ 방류계획이 한건이면 버튼 클릭

※ 방류계획 한건 이상이면 해주세요!!
등록

다건등록

❶ 공고명, 품종, 기관, 방류량, 사업비, 방류장소(해당 해역)는 필수 입력

❷ 품종 및 기관은 항목 오른쪽 버튼 클릭 또는 키보드로 해당 내용 입력

1

2

방류계획 관리 등록1

접수상태 및 품종 입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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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공고기간 및 방류기간 항목은 필수입력

❷ 달력에서 시작 및 종료날짜를 선택 또는 키보드 입력

❸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❹ 입력되었는지 목록에서 확인

저장

1

2

3

공고기간 및 방류기간 입력 후 저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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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류계획 다건 등록 방법

❶ 오른쪽 상단의 클릭 후 화면변경

❷ 왼쪽 상단의 클릭

❸ 공고명, 품종, 기관, 공고기관, 방류량, 사업비, 방류기간, 방류장소 입력 후 버튼 클릭저장
행추가

다건등록

1

2

3

방류계획 다건 등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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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3. 지자체 · 수협 방류실적 관리

❶ 로그인 (1.1. 지자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참고)

❷ 로그인 후 버튼 클릭

❸ 방류실적 관리화면으로 이동

방류실적등록

방류실적 관리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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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류실적 개별 등록 방법

❶ 화면 하단에 버튼 클릭

❷ 방류실적 개별입력 화면으로 전환

등록

❶ 버튼 클릭하여 스크롤로 이동 후, 각 항목별 내용 선택하여 입력

※ 국비가 포함된 방류사업일 경우: “수산종자관리사업“ 선택 지 자 체
예산만 사용되는 방류사업일 경우 : “지자체사업” 선택

1

방류실적 등록 화면 이동1

방류사업명 입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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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년·월·일 클릭 → 달력에서 방류시작 및 종료날짜 선택하여 입력

※ 크기와 체중의 단위는 품종별로 자동 변경됨
❷ 버튼 클릭하여 스크롤로 이동 후, 각 항목별 내용 선택하여 입력

※ 사업명: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업명이 안보일 경우 “기타” 선택 후 입력

사업명 품종 방류구분 크기 2

1

❶ 방류장소 항목 오른쪽에 있는 클릭

❷ 상단 빈칸에 방류장소 입력 후, 하단 버튼 클릭

❸ 지명기준 항목에 방류장소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❹ 위도 및 경도 데이터 자동생성 내역 확인

※ GPS로 장소 확인하고 오신 경우, 키보드로 좌표(위도, 경도) 직접 입력
가능

검색
검색 위치 적용

1

2

방류기간 및 구분, 사업명, 단가 및 물량, 크기, 체중 및 품종 입력3

방류장소 입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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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❶ 각 항목별(국비, 시비, 도비, 구비, 군비) 사업비 입력(단위는 천원)

❷ 소계 및 총액 자동생성 내역 확인

❶ 실적 등록 완료 확인

1

소계 자동생성 내역 확인

총액 자동생성 내역 확인

방류물량 및 사업비 입력5

실적 등록 완료 확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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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버튼 클릭

❷ 화면 하단에 버튼 클릭

❸ 방류실적 다건등록 화면으로 전환

❹ 버튼 클릭 (필요한 수 만큼)

방류실적등록
다건등록

행추가

3
4

2

3.2. 방류실적 다건 등록 방법

1

방류실적등록 화면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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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❶ 버튼 클릭하여 스크롤로 이동 후, 각 항목별 내용 선택하여 입력

※ 국비가 포함된 방류사업일 경우: “수산종자관리사업“ 선택 지 자 체
예산만 사용되는 방류사업일 경우 : “지자체사업” 선택

❶ 년·월·일 클릭 → 달력에서 방류시작 및 종료날짜 선택하여 입력

※ 크기와 체중의 단위는 품종별로 자동 변경됨
❷ 버튼 클릭하여 스크롤로 이동 후, 각 항목별 내용 선택하여 입력

※ 사업명: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업명이 안보일 경우 “기타” 선택 후 입력

방류일자 방류구분 사업명 품종21

방류사업명 입력2

방류기간 및 구분, 사업구분, 단가 및 물량, 크기, 체중 및 품종 입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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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방류장소 항목 오른쪽에 있는 클릭

❷ 상단 빈칸에 방류장소 입력 후, 하단 버튼 클릭

❸ 지명기준 항목에 방류장소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❹ 위도 및 경도 데이터 자동생성 내역 확인

※ GPS로 장소 확인하고 오신 경우, 키보드로 좌표(위도, 경도) 직접 입력 가능

검색 위치 적용

1

2

방류장소, 방류 물량 및 사업비 입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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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❶ 각 항목별(국비, 시비, 도비, 구비, 군비) 사업비 입력(단위는 천원)

❷ 소계 및 총액 자동생성 내역 확인

총액 자동생성 내역 확인소계 자동생성 내역 확인
1

2 2

❶ 실적 등록 완료 확인

방류물량 및 사업비 입력5

실적 등록 완료 확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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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실적 제출 프로세스
시·군·구 시·도 FIRA 해수부

❶ 실적 등록 완료 후 버튼 클릭

※ 시·군·구 제출 : 방류 실적이 없더라도 버튼을 클릭해야 방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시·도에 제출됨
※ 시·도 제출 : 해당 시·군·구의 방류실적을 모두 확인한 뒤,  버튼을 클릭 → 공단에 실적 제출 →

해수부 제출
❷ 제출 팝업창에서 버튼 클릭

2018년 방류실적 제출
2018년 방류실적 제출

2018년 방류실적 제출

확인

3.3. 방류실적 제출 방법

[시·군·구 → 시도] [시·도 → FIRA]

방류실적 제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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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류종자 인증제 관리

4.1. 주체 : 지차제 및 수협

4.1.1. 넙치 방류계획 입력

❶ 로그인 (1.1. 지자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참고)

❷ 상단 메뉴에서 탭 클릭방류종자인증제 넙치방류계획 관리

2

넙치방류계획 등록 화면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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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버튼 클릭

❷ 공고명, 공고기간, 방류기간, 방류장소, 방류량, 사업비, 내용 입력

※ * 표기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
❸ 등록 팝업창에서 버튼 클릭

등록

확인

2

1

3

넙치방류계획 등록2



40

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❶ 넙치방류계획이 입력되었는지 목록에서 확인 → 계획입력 완료 

※ 나라장터에서 계약 진행 후,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

❶ 넙치방류계획 관리에서 버튼 클릭

❷ 우선협상대상자관리에서 버튼 클릭

우선협상대상자 관리
선정업체등록

1

4.1.2.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넙치방류계획 관리3

우선협상대상자 등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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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업체명, 사업자관리번호, 대표자, 사육주소, 연락처 입력 후, 클릭

※ 사업자 관리번호 정확하게 입력
※ 사육주소 : 실제 수조가 있는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사업자등록증 주소 X)

❷ 등록 팝업창에서 선택

저장

확인

1

2

우선협상대상자 등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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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❶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확인

❷ 좌측 상단 버튼 클릭

❸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완료 확인

목록

1

2

우선협상대상자 등록 완료 확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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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버튼 클릭

❷ 하단의 클릭하여 “파일 저장후 열기“

❸ 생산업체 회원가입 서식 입력 후 메일로 전송 

※ 메일 주소: firaseed@fira.or.kr
※ 연락처: 051-740-2588(생명자원실)

생산업체
신청서식 다운로드

4.2. 주체 : 생산업체

4.2.1. 생산업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2

생산업체 회원가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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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버튼 클릭

❷ 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번호 정확하게 입력
❸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초기비밀번호 : 11111111(“1” 8번)
※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초기화 시켜 드립니다. 
※ 연락처: 051-740-2588(생명자원실)

❹ 방류종자 인증제 화면으로 전환

생산업체

1

2

3

4

시스템 로그인 및 방류종자인증제 관리화면 이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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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넙치 수정란 보급 신청서 작성

❶ 방류종자인증제 기관, 공고명, 업체정보 확인

❷ 수정란 보급 신청서 아래 버튼 클릭

※ 지자체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입력한 사업자 번호의 공고 내용만 확인 가능
※ 문의사항 : 063-580-5805 (서해생명자원센터)

❸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❹ 종자생산어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지자체 협조공문 파일 첨부 후 버튼 클릭

※ 수정란 폐사시 수정란 보급 신청과정을 반복

신청

전송

1
2

3

4

넙치 수정란 보급 신청서 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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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정란 보급 신청서 하단 버튼 클릭

❷ 수정란 보급 신청서 확인 

※ 수정란 보급일’은 “문자”로 안내 
※ 문의사항 : 063-580-5805 (서해생명자원센터)

2

1

넙치 수정란 보급 신청서 등록 완료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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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로그인 (1.1. 지자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참고)

❷ 우측 상단에 클릭

❸ “방류종자인증신청서” 하단의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사육 완료 시 생산업체가 방류종자인증 신청서를 작성 (질병검사와 동일한 날짜에 인증신청 의뢰)

방류종자인증제
신청

4.2.3. 넙치 방류종자 인증 신청서 및 확인

2

3

사전 준비∶FIRA에서 넙치 수정란 보급 현황 작성 완료 후 인증신청 가능!

시스템 로그인 및 방류종자인증신청서 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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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목록에서 방류종자인증 신청버튼 클릭

❶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작성 후 버튼 클릭

※ 인증이 완료되면 (15일 이내) 방류종자 인증서 발급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전송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작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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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FIRA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gisi.fira.or.kr/seed/) 페이지에서 로그인

※ 우선협상대상자가 등록되면 담당자에게 자동 문자 전송
❷ 메뉴에서 탭 클릭방류종자인증관리 보급기간관리

4.3. 주체 : FIRA - 생명자원센터

4.3.1. 로그인 및 넙치 수정란 보급일정 입력

1

2

FIRA 방류종자관리시스템 https://gisi.fira.or.kr/seed/

사전 준비∶반드시 지자체 공무원이 넙치방류계획을 입력한 후 수행!

시스템 로그인 및 방류종자인증신청 관리화면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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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넙치 수정란 보급기간 입력 

※ 수정란 보급기간 입력 전 업체에 연락해서 수정란 보급 일정 정하기

❷ 보급기간 입력한 체크하고 버튼 클릭저장

1

2
2

넙치 수정란 보급일정 입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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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4.3.2. 넙치 수정란 수령 확인서 발급 작성

❶ FIRA 방류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로그인

❷ 메뉴에서 탭 클릭방류종자인증관리 방류종자인증현황

1

2

FIRA 방류종자관리시스템 https://gisi.fira.or.kr/seed/

사전 준비∶반드시 넙치 생산업체에서 수정란 보급 신청서 작성완료 확인 후 수행 !

시스템 로그인 및 수정란보급신청 관리화면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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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정란 수령 확인서 목록에서 버튼 클릭

❷ 수익금, 입금일자, 수정란 분양량, 분양일 등 입력 후 버튼 클릭

확인서 발급
등록

1

2

넙치 수정란 수령 확인서 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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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4.4. 주체 : FIRA - 유전자분석실

4.4.1. 넙치 방류종자 수령증 발급

1

2

❶ FIRA 방류종자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로그인

❷ 메뉴에서 탭 클릭

❸ 방류종자 수령증 목록에서 버튼 클릭

방류종자인증관리 방류종자인증현황
수령증 발급

3

FIRA 방류종자관리시스템 https://gisi.fira.or.kr/seed/

사전 준비∶❶ 넙치 생산업체에서 방류종자 인증서 발급 신청 후 진행 가능❷ 방류종자 인증신청서가 등록되면 담당자에게 문자 자동 전송
!

시스템 로그인 및 방류종자인증신청 관리화면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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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품종, 사업명, 신청 수량, 신청일, 밀봉상태, 시료상태 등 기입한 후 버튼 클릭

※ 시료 도착 후, 입금확인 후 수령증 발급 및 계산서 발급
※ 사후인증 50개체 샘플링관련 안내 공문 함께 발송

❷ 인증 시료 채취 담당자명 등록 

저장

1

2

넙치 방류종자 수령증 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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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류 종 자  관 리 시 스 템  이 용 방 법

❶ 방류종자 심사결과 목록에서 또는 버튼 클릭

❷ 수익금, 입금일자, 검사기간, 서명 입력 후 버튼 클릭

심사등록[합격] 심사등록[불합격]
등록

1

2

4.4.2. 넙치 방류종자 인증서 발급

넙치 방류종자 인증서 발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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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III
수산종자
방류대상품종의
생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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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1. 해면 품종(50종)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동해안

- 참가리비, 강도다리,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물렁가시붉은새우, 명태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가숭어,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위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박대

남해안

- 보리새우, 꽃게, 왕우럭, 꼬막, 참조기, 민어, 대하,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위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제주해역

-  자바리, 오분자기, 참조기

2. 내수면 품종(15종)

내수면 공통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수산종자 방류대상품종의 생태적 특징III



60

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해면 품종 50종

01 둥근전복(참전복) ⋯⋯⋯⋯ 61

02 넙치 ⋯⋯⋯⋯⋯⋯⋯⋯⋯⋯ 62

03 자주복 ⋯⋯⋯⋯⋯⋯⋯⋯⋯ 63

04 해삼 ⋯⋯⋯⋯⋯⋯⋯⋯⋯⋯ 64

05 쥐노래미 ⋯⋯⋯⋯⋯⋯⋯⋯ 65

06 쥐치 ⋯⋯⋯⋯⋯⋯⋯⋯⋯⋯ 66

07 말쥐치 ⋯⋯⋯⋯⋯⋯⋯⋯⋯ 67

08 볼락 ⋯⋯⋯⋯⋯⋯⋯⋯⋯⋯ 68

09 황점볼락 ⋯⋯⋯⋯⋯⋯⋯⋯ 69

10 조피볼락 ⋯⋯⋯⋯⋯⋯⋯⋯ 70

11 쏨뱅이 ⋯⋯⋯⋯⋯⋯⋯⋯⋯ 71

12 붉은쏨뱅이 ⋯⋯⋯⋯⋯⋯⋯ 72

13 돌돔 ⋯⋯⋯⋯⋯⋯⋯⋯⋯⋯ 73

14 참돔 ⋯⋯⋯⋯⋯⋯⋯⋯⋯⋯ 74

15 감성돔 ⋯⋯⋯⋯⋯⋯⋯⋯⋯ 76

16 문치가자미 ⋯⋯⋯⋯⋯⋯⋯ 76

17 돌가자미 ⋯⋯⋯⋯⋯⋯⋯⋯ 77

18 농어 ⋯⋯⋯⋯⋯⋯⋯⋯⋯⋯ 78

19 점농어 ⋯⋯⋯⋯⋯⋯⋯⋯⋯ 79

20 능성어 ⋯⋯⋯⋯⋯⋯⋯⋯⋯ 80

21 대구 ⋯⋯⋯⋯⋯⋯⋯⋯⋯⋯ 81

22 비단가리비 ⋯⋯⋯⋯⋯⋯⋯ 82

23 큰가리비(참가리비) ⋯⋯⋯ 83

24 강도다리 ⋯⋯⋯⋯⋯⋯⋯⋯ 84

25 황복 ⋯⋯⋯⋯⋯⋯⋯⋯⋯⋯ 85

26 대하 ⋯⋯⋯⋯⋯⋯⋯⋯⋯⋯ 86

27 보리새우 ⋯⋯⋯⋯⋯⋯⋯⋯ 87

28 가숭어 ⋯⋯⋯⋯⋯⋯⋯⋯⋯ 88

29 민어 ⋯⋯⋯⋯⋯⋯⋯⋯⋯⋯ 89

30 꽃게 ⋯⋯⋯⋯⋯⋯⋯⋯⋯⋯ 90

31 참조기 ⋯⋯⋯⋯⋯⋯⋯⋯⋯ 91

32 오분자기 ⋯⋯⋯⋯⋯⋯⋯⋯ 92

33 개조개 ⋯⋯⋯⋯⋯⋯⋯⋯⋯ 93

34 개볼락 ⋯⋯⋯⋯⋯⋯⋯⋯⋯ 94

35 자바리 ⋯⋯⋯⋯⋯⋯⋯⋯⋯ 95

36 개량조개 ⋯⋯⋯⋯⋯⋯⋯⋯ 96

37 북방대합 ⋯⋯⋯⋯⋯⋯⋯⋯ 97

38 뚝지 ⋯⋯⋯⋯⋯⋯⋯⋯⋯⋯ 98

39 왕우럭조개 ⋯⋯⋯⋯⋯⋯⋯ 99

40 꼬막 ⋯⋯⋯⋯⋯⋯⋯⋯⋯ 100

41 왕밤송이게(털게) ⋯⋯⋯ 101

42 민꽃게 ⋯⋯⋯⋯⋯⋯⋯⋯ 102

43 바위털갯지렁이 ⋯⋯⋯⋯ 103

44 짱뚱어 ⋯⋯⋯⋯⋯⋯⋯⋯ 104

45 물렁가시붉은새우 ⋯⋯⋯ 105

46 백합 ⋯⋯⋯⋯⋯⋯⋯⋯⋯ 106

47 주꾸미 ⋯⋯⋯⋯⋯⋯⋯⋯ 107

48 박대 ⋯⋯⋯⋯⋯⋯⋯⋯⋯ 108

49 가리맛조개 ⋯⋯⋯⋯⋯⋯ 109

50 명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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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장타원형, 어린 개체의 패각은 얇으나 성체는 두껍고 단단

•각정은 각축을 중심으로 2/13 지점에서 우측으로 많이 치우침

•나층은 작고 체층보다 뾰족하게 올라와 있음

•공열은 체층보다 올라와 있으며 간격이 넓은 편이고 앞쪽의 3~5개만이 열려 있음

•각구는 타원형, 외순은 좁고 안으로 말려 있음

•패각 내면은 회은색으로 진주광택을 띰

•공열이 높고 경사면에 나선맥이 없음

•분   포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서식지 : 조간대~수심 30m 바위에 붙어살며, 수온 10~23℃(적수온 15~20℃), 비중 1.020~1.035

•산   란 : 산란기 7~11월, 산란수온 20℃ 전후, 산란수 20~40만개(각장 8~10cm), 발생수온 10.8~27.6℃(적수온

13.5~24.5℃), 난경 0.2~0.25mm, 생물학적 최소형 각장 4.5cm

•성   장 : 각장 133mm, 각폭 97mm, 각고 42mm(최대크기=각장 약 200mm, 전체중량 1kg), 수명 12년

•식   성 : 저서초기치패는 부착규조류, 성패는 해조류를 먹고 삼

•기   타 : 자웅이체(생식소 암컷 심록색, 수컷 담황색 또는 황백색)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1

둥근전복
(참전복)

▪학명 : Nordotis discus discus
▪영명 : Disk abalone

Archaeogastropoda(원시복족목) Haliotidae(전복과)

▪일명 : クロアワビ(Kuroawab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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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눈이 있는 쪽은 흑갈색 바탕에 암갈색이나 유백색의 작은 둥근 반점이 흩어져 있으며, 복부는 흰색

•몸은 긴 타원형으로 측편, 눈은 왼쪽

•입은 매우 크며, 위턱의 뒤끝은 눈보다도 더 뒤쪽에 도달

•양 턱의 이빨은 단단한 송곳니 모양이며, 1열

•등지느러미는 윗눈 앞쪽의 눈이 없는 쪽에서 시작

•양측의 배지느러미는 서로 대칭

•비늘은 작으며, 눈이 있는 쪽은 빗비늘, 없는 쪽은 둥근비늘

•옆줄은 1개로 가슴지느러미 위쪽에서 둥글게 구부러져 있음

•복부쪽 가슴지느러미 중앙부의 연조는 갈라져 있음

•두 눈 사이는 편평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근해, 일본, 발해만, 동중국해

•회   유 : 서해안에서는 겨울철 흑산도 서방 해역에서 월동, 봄이 되면 북쪽 해역으로 이동하여 연안에 서식하다가 가을에 다시 남하하는

남북회유를 함

•산   란 : 산란장은 수심 20~40m인 바닥이 자갈 또는 암초지대로서 조류 소통이 좋은 곳, 산란기는 2~6월(성기는 3~5월, 남쪽 해역이

빠르고 북쪽은 늦음), 암컷은 체장 30cm에서 성숙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체장 45cm전후에서 성숙, 수컷은 암컷보다

성숙체장이 10cm정도 작으며, 체장 45~60cm이면 14만~40만 개의 알을 여러 번 나누어 산란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24cm, 2년이면 35cm, 3년이면 45cm, 4년이면 53cm, 5년이면 61cm 내외로 성장, 전장 85cm

•식   성 : 어릴 때는 요각류, 젓새우류 등 소형 갑각류를 먹으며, 성장하면 주로 작은 어류를 잡아먹는 어식성으로 변하고, 그 외 새우류,

갯가재류등 대형 갑각류와 오징어류, 패류등을 먹으며,산란기에도 먹이활동이 왕성함

•기   타 : 부화된 자어는 눈이 양쪽에 붙어 있으나, 몸길이가 10.5~15.5mm 정도 자라면 오른쪽에 있는 눈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부터 저서생활로 들어감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2

넙치 ▪학명 : Paralichthys olivaceus
▪영명 : Bastard, flatfish, bastard halibut

Pleuronectiformes(가자미목) Paralichthyidae(넙치과)

▪일명 : ヒうメ(hirame)
▪방언 : 광어(남한 일대), 넙(고저)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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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등쪽은 짙은 검은색, 복부는 흰색

•가슴지느러미 뒤끝 위 부분과 등지느러미 기저 아래쪽에는 흰색으로 둘러싸인 큰 흑색 반점이 있고, 가슴지느러미

뒤쪽에 있는 큰 반점 뒤쪽으로 다시 모양이 불규칙한 작은 흑색 반점들이 줄지어 존재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는 검고, 뒷지느러미는 흼

•양 턱의 이빨은 새의 부리 모양

•몸에 작은 가시가 등쪽은 두 눈 사이에서 시작하여 등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분포하고, 복부는 콧구멍

아래쪽에서부터 항문 앞쪽까지 덮여있으며, 그 외 부분은 가시가 없이 매끈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의 뒤끝 가장자리는 수직형이나 약간 볼록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 이남, 서해, 동중국해

•서식지 : 바닥이 사니질 또는 자갈 모래인 해역의 저층에 주로 서식

•회   유 : 여름철 서해 연안에 있던 무리는 9~10월에 서해 중앙부로 이동, 12월 이후에는 제주도 서방해역으로 남하,

1월에 더욱 남하하여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3~5월, 산란장은 연안의 만 입구간 섬 사이의 조류가 빠른 곳, 수심이 20m 정도, 바닥이 자갈이나

모래, 돌, 바위 등인 곳에 산란하며, 암컷은 만 3년생(전장 40cm 전후)부터 일부 산란에 참여, 보통 만 4년(전장

45cm)이 되어야 대부분 산란에 참여하고 수컷은 암컷보다 1년 빨리 성숙, 포란수는 전장 54cm이면 약 150만개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전장 25cm, 2년이면 32cm, 3년이면 43cm, 4년이면 48cm, 5년이면 53cm로 자라며, 전장

75cm, 수명은 10년

•식   성 : 어릴 때는 작은 어류를 주로 먹고, 그 다음 새우류, 게류, 오징어류 등을 섭식, 성어가 되면 새우류, 게류,

어류를 먹고 수온 15℃ 이하에서는 전혀 먹이를 먹지 않으며, 10℃ 이하에서는 바닥의 모래 속에 숨음

•독   성 : 계절이나 개체, 지역 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근육과 껍질에는 독이 없고, 난소, 간장 등 내장에 강한 독이 있음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3

자주복 ▪학명 : Takifugu rubripes
▪영명 : Tiger puffer, ocellate puffer

Tetraodontiformes(복어목) Tetraodontidae(참복과)

▪일명 : トラフグ(torafugu)
▪방언 : 참복(부산), 가지복(동해안),  점복(여수),

북복어(함남)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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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앞뒤로 긴 원통 모양, 등에 혹 모양의 돌기가 여러 개 존재

•몸의 앞쪽 끝에는 입이 열려 있고 그 둘레에 여러 개의 촉수가 달려 있으며, 뒤쪽 끝에는 항문이 존재, 대부분의 종은

아랫면에 가는 관으로 된 관족이 많이 나 있어, 이것으로 바다 밑을 기어다님

•피부 속에는 석회질로 된 작은 골편이 드문드문 존재

•관족이 없는 종은 바다 속을 떠다니거나 모래 진흙에 묻혀 삼

•몸 빛깔이 서식지에 따라 암록색, 갈색, 암흑색 등으로 변화가 심한 편

•분   포 : 온대해역에서 한대해역까지 널리 분포

•서식지 :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20~30m까지의 외해성 암초의 바위 틈에 많으며, 사니질 속에 숨어서 살기도 함

•산   란 : 암수딴몸으로 4~7월에 산란

•성   장 : 큰 것의 몸 길이는 40cm

•식   성 : 규조류, 해조류, 소형의 조개류, 잘피의 엽편 등을 섭식

•기   타 : 푸른색을 띤 것을 청해삼, 붉은색을 띤 것을 홍해삼, 맛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홍해삼이 시장성이 높으며,

해삼은 자극을 주면 창자를 버리거나, 몸을 스스로 끊어 버리기도 함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4

해삼 ▪학명 : Stichopus japonicus
▪영명 : Sea cucumber

Aspidochirotida(순수목) Stichopodidae(돌기해삼과)

▪일명 : ナマコ(Namako)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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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서식지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황색, 적갈색, 자갈색, 흑갈색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보통 흑갈색이 가장 많음

•몸은 약간 가늘고 긴 편이며, 측편 됨

•등지느러미는 1개, 가시부와 연조부의 경계가 패어 있고, 꼬리지느러미의 뒷끝을 펼치면 수직형이거나 약간 오목

•눈의 위쪽과 후두부에 2쌍의 피질돌기가 존재

•양 턱은 거의 같은 길이고 이빨이 있으며, 바깥쪽 이빨이 큼

•양옆줄은 5개로 제 1옆줄은 등지느러미 앞쪽에서 등지느러미 연조부 중간보다 약간 앞쪽까지, 제 2옆줄은 등지느러미

약간 앞쪽에서 시작하여 꼬리지느러미 기저 위쪽까지 있으며, 제 4옆줄은 아가미구멍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그 뒤끝은

배지느러미를 넘지 못함

•배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미보다 약간 뒤쪽에서 시작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 이남, 서해, 동중국해

•서식지 : 연안 정착성 어류로서 바닥이 암초지대이거나 해조류가 무성한 곳, 또는 모래와 펄이 섞인 암초지대 등에

세력권을 형성

•산   란 : 산란기는 10~1월로서 이 시기가 되면 수컷은 혼인색을 나타내어 몸 빛깔이 등황색으로 짙어지는데 산란기가

지나면 없어지며, 산란장은 수심 2~30m(5m 전후)되는 조류 소통과 투명도가 좋은 암초 또는 자갈지대, 최소

성숙 나이는 수컷은 1년생, 암컷은 2년생으로 수컷이 1년 빠르고. 포란수는 체장 35cm일 때

17,000~18,000개, 알은 침성점착란으로 덩어리로 뭉쳐서 해조류 줄기나 바위 등에 부착, 수컷이 부화될

때까지 옆에서 알을 보호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11~13cm, 2년에 17~21cm, 3년에 24~29cm, 4년에 30~38cm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장은 약 50cm

•식   성 : 게류, 새우류, 갯지렁이류, 해조류, 작은 어류 등을 섭식하며, 어릴 때는 낮에만 먹이를 먹고 밤에는 먹지 않음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5

쥐노래미 ▪학명 : Hexagrammos otakii
▪영명 : Greenling

Scorpaeniformes(쏨벵이목) Hexagrammidae(쥐노래미과)

▪일명 : アイナメ(Ainame)
▪방언 : 석반어(평남), 게르치(부산)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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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누른빛 또는 회갈색 바탕에 모양이 없는 암갈색 반점이 많이 존재

•몸은 타원형에 가깝고 측편되며, 체고가 높은 편

•주둥이는 뾰족하고 꼬리자루는 짧으며, 머리 높이는 머리 길이보다 훨씬 높음

•수컷은 등지느러미의 2번째 연조가 실처럼 길게 뻗어 있어 이것으로 암수 구별이 가능

•등지느러미의 1번째 가시는 눈의 뒤쪽 위에서 시작되고 짧은 편이다.

•배지느러미 가시는 작고 거칠며, 눕힐 수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이남, 동중국해, 대만

•서식지 : 온대성 어류로 수심 100m이내의 바닥이 모래질인 곳에 무리를 지어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5~8월, 수심이 10m이내인 암초가 많은 연안으로 몰려와 침성점착란의 알을 바다풀 등에 붙이며.

암컷(전장 24cm)한 마리의 산란 수는 약 15만 개

•성   장 : 전장 약 30cm

•식   성 : 전장 8~18mm이면 떠다니는 해조류 밑에서 작은 갑각류를 먹고, 전장 50mm까지는 해조류 사이를

돌아다니며, 작은 갑각류나 해조류를 섭식, 50mm이상이 되면 수심 8~30m의 깊은 곳으로 이동, 갑각류,

조개류, 갯지렁이류, 해조류 등이 주 먹이원

•기   타 : 흥분하면 흑갈색 무늬가 뚜렷이 나타나고, 등․배지느러미의 가시를 세우고 꼬리를 쫙 피는 특성이 있으며,

먹이 터를 발견하면 1마리당 직경 30cm 내외의 장소를 장악, 다른 쥐치가 침입하면 몸빛이 진해지며, 싸워서

몰아냄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6

쥐치 ▪학명 : Stephanolepis cirrhifer
▪영명 : Thread-sail filefish

Tetraodontiformes(복어목) Monacanthidae(쥐치과)

▪일명 : カワハギ(Kawahagi)
▪방언 : 쥐치어(전남), 객주리(제주도)

가치(포항), 쥐고기(부산)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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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쪽은 회색을 띤 청색, 배 쪽은 담색을 띠며, 등․뒷지느러미는 녹청색이고 가슴․꼬리지느러미는 암청색 몸은 긴

타원형으로 측편. 수컷은 암컷보다 체고가 낮음

•주둥이는 길고 수컷은 위 부분이 융기, 암컷은 직선이거나 약간 오목

•이빨은 앞니모양, 옆줄은 없음

•등지느러미는 2개로서 서로 떨어져 있고, 배지느러미의 가시는 움직일 수 없는 1개의 가시로 되어 있음

•비늘은 미세한 융털모양. 손으로 만지면 꺼칠꺼칠

•등지느러미의 가시는 눈 중앙위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 가늘고 긴 편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연안, 중국 연안, 서해, 동중국해

•서식지 : 제주도 동방 해역~동중국해의 남부 해역까지 수심 70~100m 수층에서 무리를 지어 광범위하게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4~6월, 연안의 얕은 바다나 외양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만의 암초지대에서 저녁~이른 아침에

산란, 산란 가능한 생물학적 최소 체장은 18.5cm, 산란에 참가하는 것은 대부분 체장 22cm 정도, 산란기

동안에 20회 전후로 산란하며, 산란 수는 전장 30cm이면 22만 개 35cm이면 79만 개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18cm, 2년이면 22cm, 3년이면 25~26cm로 성장

•식   성 : 요각류, 히드라충, 단각류, 젓새우 뿐만 아니라 규조류, 홍조류 등도 먹는 잡식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7

말쥐치 ▪학명 : Thamnaconus modestus
▪영명 : Black scraper

Tetraodontiformes(복어목) Monacanthidae(쥐치과)

▪일명 : ウマヅラハギ(Umasurahag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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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서식지소나 깊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나 보통 회갈색, 몸 옆구리에는 불분명한 흑색 가로띠가 5~6줄 희미하게 존재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되어 있으며, 주둥이는 뾰쪽하고 눈은 큰 편

•두 눈 사이는 폭이 넓고, 다소 불쑥 나와 있음

•몸위턱의 뒷끝은 눈동자 중앙 아래까지 도달하고 아래턱은 비늘로 덮여 있음 

•아래턱 위턱보다 길며, 아래턱 앞끝의 이빨은 입을 다물어도 외부에 노출

•눈 앞쪽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2개 존재

•꼬리지느러미 뒷끝 가장자리는 둥글며, 수컷은 항문 바로 뒤에 교미기가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동.서.남해, 일본 북해도 이남

•서식지 : 연안 정착성 어류, 암초가 많은 연안 해역에 주로 서식 

•회   유 : 전장 10mm 이하 일때는 물밑의 바다풀 사이에서 숨어 지내다가 30mm쯤 되면 바다표면에 떠다니는 해조류

그늘 아래에서 서식, 60mm로 성장하게 되면 얕은 바다의 암초 사이에서 저서생활

•산   란 : 난태생 어류로서 11월 하순~12월 초순경 교미하여 다음해 1~2월경에 크기 4~5mm되는 어린새끼를 물 속에

낳으며, 암컷은 체장 14.7cm(2년생)가 되어야 성숙, 2년생의 경우 5~7천 마리,3년생의 경우 약 3만 마리의

새끼를 낳음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약9cm, 2년이면 13cm, 3년이면 16cm, 5년이면 19cm 정도 성장

•식   성 : 어류 , 두족류, 새우류, 게류, 갑각류, 갯지렁이류 등을 주로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8

볼락 ▪학명 : Sebastes inermis
▪영명 : Darkbanded rock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メバル(Mebaru)
▪방언 : 뽈낙이, 뽈낙구, 열기, 순볼래기(전남),꺽저구(경북), 열광이, 우레기,구럭(함남), 열갱이(강원)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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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지느러미 뒤 가장자리는 둥글고, 양 눈 사이는 평탄하며 폭이 넓음

•안전극, 안상극 및 액극이 없음

•새파는 짧고 막대기 모양

•체색은 암황갈색으로 4~5줄의 불분명한 가로 띠가 있으며, 눈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흑색 띠가 존재

•몸과 머리는 측편되었고 긴 타원형이며, 머리 위에 강한 가시가 있으나 눈 아래에는 없음

•눈을 통과하여 아가미 끝에 이르는 검은 띠가 존재

• 눈 지름은 주둥이의 길이보다 짧고, 양턱의 뒤끝은 눈의 후단부 아래까지 이름

•몸은 황갈색 바탕에 4~5개의 흑갈색 가로무늬가 있고, 가슴 부근에는 검은 반점들이 흩어져 있으며, 각 지느러미는

노란색 바탕에 흑갈색 점들이 흩어져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본 훗카이도 남부~큐슈

•서식지 : 연안의 암초지역에 서식

•산   란 : 난태생

•성   장 : 전장 30∼40cm 정도로 중형 볼락류

•식   성 : 주로 어류를 섭식, 그 외 새우, 게류 등 갑각류도 포식

•기   타 : 콧구멍 앞의 주둥이 부분은 비늘로 덮여 있고, 측선공 비늘 수는 39∼49개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9

황점볼락 ▪학명 : Sebastes oblongus
▪영명 : Oblong rock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タケノコメバル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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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몸 빛깔은 짙은 회갈색으로 몸 옆구리에는 분명치 않은 흑갈색 가로띠가 있으며, 눈에는 뒤쪽으로 향한 비스듬한

2~3줄의 흑색띠가 존재

•몸은 긴 타원형으로 측편되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 뒤끝은 수직형이거나 약간 볼록

•아래턱이 윗턱보다 약간 돌출, 꼬리지느러미 뒤끝은 융털모양의 이빨띠가 존재

•두 눈 사이는 넓고 편평

•눈 아래쪽에 단단한 3개의 가시가 존재

•뒷지느러미의 2번째 가시는 두껍고 크며, 첫 번째 가시의 약 2배, 3번째 가시는 가늘지만 2번째 가시보다는 약간 긺

•가슴지느러미 뒷끝은 항문까지 도달, 꼬리지느러미 아래․위 양 끝부분은 흼

•위턱 뒷부분과 아래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빗비늘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 이남, 중남북부 연안 발해, 서해

•서식지 : 연안 얕은 바다의 암초지대에 주로 서식

•회   유 : 서해안에서는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겨울에 걸쳐 서해북부 해역에서 남하하기 시작, 1월에는 흑산도

서방해역(북위 35도선)에서 월동, 봄이 되면 북상 또는 연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산   란 :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 출산시기는 4~6월, 수온이 15~16℃ 전후되는 4~6월경에 연안의 암초지대에서

전장 7mm 전후되는 새끼를 낳으며, 포란수는 전장 33~37cm(3년생)는 2만~6만개, 42~45cm(6년생)는 약

10만~19만개, 58cm는 약 41만개

•성   장 : 부화 후 만 2년이면 전장 23.5cm, 3년이면 31cm, 4년이면 35cm, 5년이면 38cm, 6년이면 40~41cm로 성장

•식   성 : 주로 어류를 섭식, 그 외 새우, 게류 등 갑각류와 오징어류 등도 포식

•기   타 : 밤에는 흩어져서 중층이나 표층으로 떠올라 그다지 활동을 하지 않으나, 낮에는 가라 앉아 무리를 지어 활발히

활동, 특히 아침․저녁에 왕성한 활동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0

조피볼락 ▪학명 : Sebastes schlegeli
▪영명 : Schlegel’s black rock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クロソイ(Kurosoi)
▪방언 : 조피(강릉), 똥새기(통영),

우럭조피(강릉), 똥새기(통영),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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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일반적으로 연안에 서식하는 것은 흑갈색, 더욱 깊은 곳에 서식하는 것은 붉은색

•옆구리에는 5줄 전후의 불규칙한 암갈색 가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 기저를 따라 약 5개의 담색반점이 배열, 그 외

담색의 둥근 반점이 몸 전체에 퍼져 존재

•아래턱보다 위턱이 약간 길며 양 턱에는 폭넓은 융털모양의 이빨 띠가 존재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 입은 큼

•비늘은 빗비늘로서 위턱 앞부분과 아래턱을 제외하고 몸 전체에 덮여 있음

•아가미뚜껑 앞쪽에 5개, 뒤쪽에 2개의 가시가 존재

•두 눈 사이는 움푹 패어 있고, 머리에는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들이 발달되어 있으나, 눈 아래에는 가시가 없음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연안, 중국, 동중국해

•서식지 : 연안성 저서 어류로서 수심80m 이내의 조류가 빠른 암초지대에 서식

•회   유 : 성장에 따라 깊은 곳으로 이동, 겨울에는 깊은 곳으로 봄에는 얇은 곳으로 이동하는 계절적 이동

•산   란 :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 10~11월에 교미하여 11~3월경 해조류가 무성한 곳에 적어도 3~4회 정도

3.5~4.2mm크기의 새끼를 낳으며, 암컷은 3년생, 수컷은 2년생 정도 되어야 대부분 성숙, 성숙한 수컷은 항문

뒤쪽에 작은 교미기가 나와 있으며, 3년생 암컷의 경우 약 13,000~15,000마리의 새끼를 낳음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7cm 전후, 2년이면 14cm 전후, 4년이면 암컷은 23cm, 수컷이 21cm로 자라고,

6년이면 대략 24cm 전후로 성장, 보통 30cm 정도까지 성장

•식   성 : 주로 새우, 게류 등 갑각류를 섭식, 그 외 극피동물, 연체동물, 어류 등도 포식, 야행성 어류로서 해가 진 후에

먹이활동이 왕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1

쏨뱅이 ▪학명 : Sebastiscus marmoratus
▪영명 : Scorpion 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カサゴ(kasago)
▪방언 : 쫌배, 쫌뱅이, 복조개(청산도),삼뱅이(순천), 자우레기(통영), 수염어,쑤염어(전남)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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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몸 빛깔은 쏨뱅이와 유사, 갈색이 적은 옅은 붉은색 바탕에 배는 희며 크고 작은 흰 점이 많이 흩어져 존재

•몸은 대형으로 체고가 높고 측편

•눈은 크며 두 눈 사이는 깊고 오목

•양턱에는 작은 이빨이 무리 지어있고, 입천장에도 이빨이 존재

•입은 머리 앞 끝에 위치하며 위턱은 눈 뒤 가장자리의 끝의 달함

•눈의 아래쪽 부분(안와)에는 아무런 가시가 없음

•모든 지느러미는 붉은색을 띠며, 가슴지느러미의 기저부의 가운데에는 담황색의 작은 점이 존재

•가슴지느러미는 11번째 연조가 가장 긺

•분   포 : 우리나라 남부 연안, 중국, 일본 등에 분포

•서식지 : 저서성 어류로 대륙붕의 암초지역에 주로 서식

•산   란 : 암컷의 성숙기는 3~5월, 수컷은 10~12월로 교미에 의해 수정한 암컷의 산란기는 4~6월

•성   장 : 갓 태어난 새끼는 대략 3.8~4.0mm 전후, 약 3개월 후에는 60~70mm 전후로 성장, 최대 체장 약 37cm까지

성장

•식   성 : 주로 새우류, 게류 등의 갑각류와 어류를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2

붉은쏨뱅이 ▪학명 : Sebastiscus tertius
▪영명 : Red marbled rock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ウツカリカサゴ(ukkarikasago)
▪방언 : 삼뱅이, 쏨뱅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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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몸 빛깔은 청색을 띤 연한 흑색으로 눈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 7개의 분명한 흑색 가로띠가 있으나, 성장하게 되면 점차

불분명해지고, 반면에 주둥이 부분이 검게 됨

•몸은 긴 타원형으로 체고가 높으며 측편 

•입은 작아 위턱의 뒤끝부분이 눈 아래에도 도달하지 않음 

•양턱의 이빨은 단단한 새의 부리모양  

•비늘은 작은 빗비늘 

•분   포 : 우리나라 동. 서. 남해 연안, 일본 연안, 중국연안

•서식지 : 온대성 어류로 연안의 암초지대에 주로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4∼7월, 최소 성숙체장은 수컷은 가랑이체장 13.3cm(만 1년), 암컷은 23.8cm(만 2년)로서 수컷의

성숙이 빠르며 해질 때를 중심으로 연안에서 산란, 산란기간 중 30회 전후로 여러 번 산란하고 산란 수는

가랑이체장 38.3cm∼47.3cm 정도면 약 750만개 전후로 추정

•성   장 : 양식산의 경우 부화 후 만 1년이면 가랑이체장 19.7cm, 2년이면 25.8cm, 3년이면 27.5cm, 4년이면 38.5cm로

자라며, 몸길이는 전장 80cm 이다

•식   성 : 전장 10∼30mm 크기에서는 부유성 소형 갑각류를, 전장 10cm 정도 되면 잡식성이 강하여 해조류 등도 섭식,

15cm 이상 되면 성게나 소라종류 등과 같은 저서성 동물 또는 부착성동물 등을 이빨로 깨물어 속살을 빨아

먹음

•기   타 : 어릴 때에는 떠다니는 해조류 아래에서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수 cm이상 되면 물 밑바닥으로 내려가

저서생활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3

돌돔 ▪학명 : Oplegnathus fasciatus 
▪영명 : Striped beakperch

Perciformes(농어목) Oplegnathidae(돌돔과)

▪일명 : イツダイ(Ishidai)
▪방언 : 청돔(충남), 아홉동가리(경남)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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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몸 빛깔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 쪽은 연함, 등 쪽에는 청록색의 작은 반점 존재, 어릴 때는 선홍색 바탕에 청록색

반점이 뚜렷하고 5개 의 진한 적색 가로띠가 있으나, 늙으면 검은빛이 짙어지며, 죽은후에는 없어짐

•양턱의 옆쪽으로 2줄의 큰 어금니가 줄지어 있으며, 위턱 앞쪽에는 2쌍, 아래턱 앞쪽에는 3쌍의 송곳니가 존재

•등지느러미 가시는 강하고 뺨에는 6~8줄의 비늘이 존재

•꼬리지느러미 끝 가장자리는 검은색을 띰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근해, 발해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근해

•서식지 : 산란기 외에는 바깥바다의 대륙붕 수심 30~150m인 암초지대에 주로 서식

•회   유 : 제주도 서남 해역에서 월동, 봄이 되면 중국 연안과 서해안 연안으로 이동, 서해전역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면 월동장으로 남하

•산   란 : 산란기는 4~7월, 산란장은 중국연안의 해주만과 내주만, 산란 기간 중 30~90회의 산란, 몸무게 1kg 정도면

20~30만개를 산란하며, 산란시각은 저녁때

•성   장 : 만 1년이면 가랑이체장 14cm, 2년이면 19cm, 3년이면 24cm, 4년이면 28cm, 5년이면 32cm, 6년이면 36cm,

7년이면 39cm, 8년이면 42cm로 자라며 크기는 1m 내외, 조사된 최고 나이는 16년

•식   성 : 어릴 때는 동물성 플랑크톤, 1년 이상 되면 새우류, 게류, 조개류, 오징어류, 작은 어류 등을 섭식, 아침부터

정오 사이에만 먹이를 먹고, 오후부터 아침까지는 거의 먹지 않으며, 수온에 따라 식욕이 달라짐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4

참돔 ▪학명 : Pagrus major
▪영명 : Red seabream

Perciformes(농어목) Sparidae(도미과)

▪일명 : マダイ(madai)
▪방언 : 참도미, 돔, 진도미어, 도미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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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몸 빛깔은 금속광택을 띤 회흑색, 배 쪽 부분은 연함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 주둥이는 약간 돌출

•양턱의 앞쪽에는 각각 3쌍의 앞니 모양의 송곳니가 있고, 그 뒷 쪽에는 어금니가 발달하여 위턱의 옆쪽으로 4~5줄,

아래턱에는 3~4줄이 존재

•비늘은 빗비늘, 두 눈 사이와 아가미뚜껑 밑 부분에는 비늘이 없음

•등지느러미 가시부 중앙 아래에서 옆줄까지 비늘수가 6~7개가 많은 것으로 다른 종과 구별

•분   포 : 우리나라 서.남해, 일본 훗카이도 이남, 발해, 서해, 동중국해

•서식지 : 수심 50m 이내인 바닥이 해조류가 있는 모래 질이거나 암초지대인 연안에 주로 서식

•회   유 : 내만성 어종으로 큰 이동은 없으며, 겨울철에 깊은 곳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3~7월로서 해저지형이 비교적 복잡한 곳에 산란, 최소 성숙체장은 수컷의 경우 체장 17cm(2년),

암컷은 20cm, 5~6월이 되면 대부분이 성숙하며 산란기 동안에 수십 회 산란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가랑이 체장 15cm, 2년이면 21cm, 3년이면 26cm, 4년이면 30cm, 5년이면 33cm,

7년이면 37cm, 9년이면 40cm 전후로 자라며, 암컷이 가장 성장이 좋고 그 다음 암수 한몸 개체, 수컷의

순으로 성장률이 높음

•성   비 : 1년생의 경우 대부분 수컷이지만 2~3년생은 암수 한몸, 3년생의 50%가 성숙한 정소를 가지며,

3~4년생에서는 암수 한몸으로서 수컷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존재, 4~5년생부터 암수로 완전히 분리되며,

대부분이 암컷으로 성전환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5

감성돔 ▪학명 : Acanthopagrus schlegelii
▪영명 : Black porgy

Perciformes(농어목) Sparidae(도미과)

▪일명 : クロダイ(Kurodai)
▪방언 : 감성어, 감상어(전남), 감성도미(경북),

감셍이(부산), 구릿(제주도)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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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몸 빛깔은 눈이 있는 쪽은 갈색 또는 황갈색 바탕에 크고 작은 부정형의 암색 반점이 많이 있으며, 눈이 없는 쪽은 흰색

•눈은 몸의 오른쪽에 있고 두 눈 사이는 돌출되어있으며, 작은 빗비늘로 덮여있음

•비늘은 눈이 있는 쪽은 빗비늘, 눈이 없는 쪽은 둥근 비늘이거나 약한 빗비늘

•옆줄은 가슴지느러미 윗부분에서 반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그 앞쪽으로 부속지는 없음

•입은 작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하며, 눈이 있는 쪽의 위턱의 뒤끝은 아래 눈의 앞쪽 가장자리에 도달

•이빨은 눈이 있는 쪽의 경우 위턱에는 전혀 없으며, 아래턱에는 없거나 있어도 2개 정도 존재, 눈이 없는 쪽은 위턱에

8~15(11)개, 아래턱에 9~17(13)개의 앞니모양의 이빨이 1줄로 밀접하게 연결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 발해, 동중국해

•회   유 : 서해안에서는 여름철에 북위 37°이남 해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0월경에 37°선 부근에, 12월에는 더 남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12~2월, 빠른 것은 2년생, 보통 3년생(체장 20cm)의 경우 대부분 성숙, 최소 성숙 체장은 암컷은

18cm, 수컷은 16cm이며, 포란 수는 체장 25~35cm의 경우 약 40만~60만개,알은 지름  0.7mm의 침성점착란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암컷의 경우 전장 10cm, 2년이면 17cm, 3년이면 21cm, 4년이면 25cm, 5년이면 28cm,

6년이면 32cm 전후로 성장

•식   성 : 먹이생물은 갯지렁이류, 새우류, 게류, 이매패 등이며, 어릴때는 규조류, 조개류 유생, 갑각류 유생 등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6

문치가자미 ▪학명 : Pleuronectes yokohamae
▪영명 : Marbled flounder, Marbled sole

Pleuronectiformes(가자미목) Pleuronectidae(가자미과) 

▪일명 : マコガレイ(Makogeri)
▪방언 : 문치가재미(한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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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몸 빛깔은 눈이 있는 쪽은 황갈색~녹색 바탕에 등쪽과 배쪽 가장자리에 희고 둥근 반점이 많이 있으며, 눈이 없는 쪽은 흰색

•몸은 타원형, 눈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두 눈 사이는 편평

•성어는 눈이 있는 쪽에 옆줄의 아래위와 등부분 및 배부분의 중앙에 골질의 돌기물이 줄지어 존재

•피부는 매끈하고 비늘은 없음

•입은 작고 이빨은 앞니모양으로 양 턱에 1줄씩 존재

•옆줄은 눈 있는 쪽과 없는 쪽 모두 잘 발달, 거의 직선 모양

•꼬리지느러미 끝은 둥근 모양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해, 일본 연해, 서해, 대만, 동중국해

•회   유 : 여름철에 백령도와 압록강 사이에 분포하고 있던 어군은 수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 백령도 이남 해역에서 월동하고 다시 봄이 되면 북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12~3월,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산란, 암․수 모두 만 2년생이 되어야 성숙, 포란수는 체장 20cm이면

20만, 30cm이면 80만, 35cm이면 150만 개

•성   장 : 수컷의 경우 만 2년이면 체장 28cm, 3년이면 30~32cm, 4년이면 32~34cm, 5년이면 35cm로 자라지만

암컷은 만 2년이면 32~34cm, 3년이면 37~40cm, 4년이면 37~46cm, 5년이면 39~50cm로 암컷이 수컷보다

성장이 좋음

•식   성 : 체장 5~13cm 범위에서는 갯지렁이류, 젓새우류, 소형 갑각류를 주로 먹고, 14cm 이상이 되면 새우류와

망둑어류 등 저서동물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7

돌가자미 ▪학명 : Kareius bicoloratus
▪영명 : Stone flounder

Pleuronectiformes(가자미목) Pleuronectidae(가자미과) 

▪일명 : イツガレイ(ishigarei)
▪방언 : 돌가재미(황해도, 부산)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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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등쪽은 회청색, 배쪽은 은백색, 몸의 등쪽과 등지느러미의 작은 점은 성장하면서 점점 사라지며, 가끔 작은 점이

남아있는 경우도 존재

•몸은 긴 타원형으로 가늘고 긴 편, 측편되어 있음

•입은 크고 위턱은 아래턱보다 짧으며, 위턱의 뒤끝은 눈의 뒤 가장자리를 넘지 않음

•양 턱에는 융털모양의 이빨이 존재

•점농어에 비해 눈은 크고 안하골 폭은 좁은 편

•등지느러미는 1개, 가시부와 연조부가 깊게 패여 있고 가시부의 기저 길이가 연조부보다 긺

•비늘은 빗 비늘로서 작으며, 아래턱의 배쪽에 2열의 비늘이 존재

•척추골 수는 대부분의 경우 16+20=36개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연안, 중국 연안, 동중국해, 

•회   유 : 어린 새끼는 봄에 연안이나 내만에 들어오며, 여름에는 내만의 기수 또는 담수역까지 침입하여 소상하였다가

가을이 되면 바다의 깊은 곳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봄철, 산란장은 암초지대로서 외양수의 영향을 받는 연안이나 만 입구의 수심 50~80m되는 약간

깊은 곳, 산란횟수는 연 1회, 가랑이체장 51~61cm면 약 18만~22만 개 산란하고 암․수 모두 만 1년이면

성숙연령에 도달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26cm 전후, 3년이면 45cm 전후, 5년이면 약 60cm정도까지 자라며, 체장은 약

1m내외

•식   성 : 성장이나 계절에 따라 서식지가 달라 먹이생물도 이에 따라 변화, 체장 2~3cm는 해조류 번식장에서

젓새우류나 단각류, 체장 14~20cm는 새우류를 주로 섭식, 체장 17~30cm에서는 작은 어류나 젓새우류를

주로 먹으며, 그 외 대형새우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8

농어 ▪학명 : Lateolabrax japonicus
▪영명 : Japanese seaperch

Perciformes(농어목) Moronidae(농어과)

▪일명 : スズキ(Suzuki)
▪방언 : 농에, 까지맥이, 깔다구, 껄떡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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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등쪽은 회청색, 배쪽으로 갈수록 은백색

•몸은 길고 측편, 입은 크고 뾰족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 위턱은 성장함에 따라 눈의 뒤 가장자리에 달하거나 또는 뒤 가장자리를 넘어 길게 뻗어 있음

•양 눈 사이는 약간 오목하고 눈 크기와 같거나 약간 더 넓음

•아가미에는 위새가 발달

•아래턱의 배쪽에 2열의 비늘이 존재

•눈은 농어에 비해 작으며, 반면에 안하골 폭이 농어에 비해 넓음(눈과 안하골 폭과의 관계)

•등지느러미에는 크기가 큰 검은색 반점이 흩어져 있으며, 등지느러미 기부와 측선 사이에도 크고 선명한 검은 반점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고, 성어가 되어도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

•아가미뚜껑 뒤쪽에 톱니모양의 작은 가시가 발달, 아래쪽에는 앞쪽으로 향한 강한 가시 3개가 발달

•척수골 수는 대부분의 경우 16+19=35개

•분   포 : 우리나라의 각 연안, 특히 여수를 기점으로 대부분이 바위털갯지렁이 안에 주로 분포, 남해안과 동해안은

드물게 나타남, 일본은 최근 양식장에서의 탈주로 인하여 Ariake Sea, 나가사끼 이남 등지에 출현, 중국은 각

연안, 대만 등에 분포, 농어에 비해 담수에 더 잘 적응하며 성숙과 산란이 해수와 담수 모두에서 가능

•산   란 : 산란기는 주로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늦가을이 주 산란기)

•식   성 : 주로 복족류, 패류, 두족류, 요각류 및 어류 등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9

점농어 ▪학명 : Lateolabrax maculatus
▪영명 : Japanese seaperch, Spotted sea bass

Perciformes(농어목) Moronidae(농어과)

▪일명 : タイリクスズキ(Tairikusuzuki)
▪방언 : 농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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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자색을 띤 연한 회갈색으로 옆구리에 7줄의 흑갈색 가로 띠가 존재, 제 1~6번째 띠는 등지느러미 기저에서 시작하여

가느다란 2개의 띠로 분리, 7번째 띠는 꼬리자루에 있고 폭이 넓지만, 성어가 되면 이 띠들은 불분명

•몸은 긴 타원형으로 측편

•눈앞에 2개의 콧구멍이 있으며, 그 중 뒤쪽의 것이 앞쪽보다 훨씬 큼

•입은 크고 아래턱이 윗턱보다 돌출, 윗턱의 뒤끝은 눈의 뒤 가장자리 아래까지 도달

•꼬리지느러미의 뒤끝 가장자리는 둥

•분   포 :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도, 일본 중부이남, 동중국해, 인도양, 대서양, 서태평양 등에 분포

•서식지 : 약간 깊은 곳을 좋아하는 저서성 어류, 수심 70~120m되는 깊이에 주로 머물며 한번 정착하면좀처럼 잘

떠나지 않는 습성

•회   유 : 연안 정착성 어류로서 큰 이동은 하지 않음

•산   란 : 산란기는 5~9월경으로 연안에서 산란, 부화된 새끼는 연안의 해조류가 무성한 암초지역이나 조수 웅덩이에

주로 서식

•성   장 : 전장 90cm

•식   성 : 어린 새끼는 윤충, 요각류 등 소형 플랑크톤을 먹으나 성장하면 육식성으로 새우류, 게류, 어류 등을 섭식

•기   타 : 흥분하면 몸 빛깔이 변하며, 어린새끼는 붙임성이 좋아 사육하기가 쉬움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0

능성어 ▪학명 : Epinephelus bruneus
▪영명 : Longtooth grouper

Perciformes(농어목) Serranidae(바리과)

▪일명 : クエ(kue)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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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등쪽은 갈색, 회갈색, 배쪽은 흰색, 등쪽과 옆구리에는 모양이 고르지 않는 많은 반점이 존재

•몸형태는 앞쪽이 두툼, 뒤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약간 측편

•머리, 입이 크며, 위턱이 아래턱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입을 다물면 아래턱을 감싸는 형상

•주둥이는 둔하고, 아래턱에는 1개의 수염이 있으며, 그 길이는 눈지름과 비슷

•등지느러미는 3개, 뒷지느러미는 2개이며, 꼬리지느러미 뒤 가장자리는 수직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의 끝 가장자리는 흼

•비늘은 둥근 비늘이며 작음

•제 1뒷지느러미 시작부분은 제 2등지느러미 시작부분보다 더 뒤쪽에 존재

•분   포 : 우리나라 동․서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서식지 : 수온 5~12℃, 수심 45~450m 되는 깊은 바다에 떼를 지어 살며, 야행성으로 낮에는 바닥에 몸을 숨김

•회   유 : 동해산 대구는 겨울철에 냉수층을 따라 남해안 진해만까지 산란하기 위해 이동, 봄이되면 북쪽해역, 깊은

수층으로 이동해가는 산란 회유

•산   란 : 동해산 대구의 산란장은 경남 진해만과 경북 영일만, 산란기는 12~4월, 체장 65cm이면 약 200만 개의 알을

산란

•성   장 : 동해산은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20~27cm, 2년이면 30~48cm, 5년이면 80cm, 6년이면 90cm 내외로

자라며, 최대 전장 100cm

•식   성 : 전형적인 탐식성 어류로 어릴 때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지만, 성장하면 고등어, 청어, 가자미등을 비롯한

두족류, 게류, 갯지렁이류 등을 닥치는 대로 포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1

대구 ▪학명 : Gadus macrocephalus
▪영명 : Alaska cod fish, Pacific cod

Gadiformes(대구목) Gadidae(대구과)

▪일명 : マダラ(madara)
▪방언 : 대구어, 대두어, 대기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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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원형에 가까운 부채 모양

•좌각은 암갈색, 적갈색이 많고 우각은 황갈색 또는 일정치 않음

•각정 부위에서 1/2정도까지는 ∧모양의 백색과 농갈색이 혼합된 무늬가 존재

•우각보다 좌각이 약간 오목하고 큰 방사륵이 몇 개 존재

•분   포 : 우리나라(대부분 동해), 일본, 중국

•서식지 : 수심 10m전후의 거친 모래나 자갈 바닥

•산   란 : 자웅이체, 성숙하게 되면 암컷은 분홍색, 수컷은 유백색 또는 황백색을 띠게 되어 암수구별이 쉬움, 산란기는

5~7월 중순, 8월 하순~9월 초순의 2회의 산란기를 가짐

•식   성 : 각종 플랑크톤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2

비단가리비 ▪학명 : Chlamys farreri
▪영명 : Clam

Pterioida(익각목) Propeamussiidae(큰집가리비과)

▪일명 : アズマニシキ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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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원형에 가까우며, 전이와 후이는 크게 발달

•우각은 백색으로 약간 부풀었고, 표면에는 20줄 내외의 낮은 방사륵이 있으며, 작은 비듬모양의 조각이 존재

•좌각은 자갈색으로 표면은 거칠고 방사륵도 낮음

•부푼 정도가 낮아 평면에 가까우며, 패각의 주연은 매끈하지 못함

•패각은 굴의 채묘에 쓰이고, 패각근은 식용

•패각이 대체로 둥글며 방사륵은 20줄 내외

•분   포 : 중국(발해), 한국, 일본(훗카이도), 쿠릴열도

•서식지 : 수심 10~50m의 모래, 자갈 바닥에 서식, 수온 -2~22℃(적수온 15~20℃), 비중 1.020~1.025

•산   란 : 산란기 3~5월, 산란수온 8.0~8.5℃, 포란수 8,000~18,000만개, 난경 70~100㎛(침성란), 자웅이체,

생물학적 최소형 각장 100mm

•식   성 : 식물성 플랑크톤, 기타 유기물

•몸길이 : 각장 113mm, 각고 114mm, 각폭(합각) 31.8mm(모패크기 : 각장 210mm)

•수   명 : 8년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3

큰가리비
(참가리비)

▪학명 : Patinopecten yessoensis
▪영명 : Yesso scallop

Pterioida(익각목) Propeamussiidae(큰집가리비과)

▪일명 : ホタテガイ(hotatega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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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마름모형으로 심하게 측편, 두 눈은 좌측에 존재

•측선은 양측면에서 발달, 측선은 일직선, 가슴지느러미의

상단부에서는 약간 만곡

•상후두골 방향으로 뻗어 있는 부속 측선이 존재

•입은 작아서 하악의 동공 앞에 이름

•체측면은 비늘이 없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기저를 따라

골질 융기선이 존재, 체측에도 강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골질판이 여러 열로 배열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 기조에는 흑색띠가 있음

•유안측의 체색은 짙은 갈색, 무안측의 체색은 거의 백색,

유안측의 체측은 흑갈색이나 진회색, 유안측의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에는 흑색의 진한 반문들이 배열

•분   포 : 우리나라 동해 연안과 일본 중부 이북, 오호츠크해,

베링해

•산   란 : 산란은 강 하구나 담수역까지 올라와 이루어지며,

산란기는 2~3월

•성   장 : 전장 40cm

•식   성 : 갑각류, 다모류 및 패류 등을 주로 섭식

형태적 특징
•대형종으로 체고는 높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연조는

비교적 높음

•눈은 몸의 왼쪽에 있고, 위쪽 눈이 아래쪽 눈보다 큼

•입은 작고 심하게 경사져 있으며, 위턱의 뒤끝은 눈 앞 가장 자리에 달함

•양턱의 끝부분에 일직선인 이빨이 1줄로 줄지어 존재, 아래턱

배쪽에는 눈이 있는 쪽의 경우 4개의 감각공이 있지만, 눈이

없는 쪽에는 6개의 감각공이 있음

•측선은 주새개골 위에서 시작하여 몸의 중앙을 일직선으로

지나는데 가슴지느러미 부위에서만 등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음

•머리와 몸은 수십 개의 가시를 가진 특화된 비늘로 덮여 있음

•꼬리지느러미는 완만한 둥근형

•눈이 있는 쪽은 짙은 갈색, 눈이 없는 쪽은 희거나 연한 황색,

등지느러미는 황색 바   탕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고,

뒷지느러미에는 3개의 짙은 갈색띠가 존재,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의 세로띠가 있음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분   포 : 북태평양(한국, 일본 남주에서 베링해, 알래스카만,

미국 남부)

•서식지 : 서식 범위는 연안에서 수심 400m까지 펄, 자갈, 모래

등의 바닥이며, 주로 150m 이내의 수심에서 서식,

기수 지역이나 담수 해역에도 종종 출현하며, 치어

때는 조간대 지역에도 서식

•성   장 : 최대 체장 91cm, 체중 9kg까지 성장, 일반적인 크기는

30~40cm

생태적 특징

24

강도다리 ▪학명 : Platichthys stellatus
▪영명 : Starry flouder

Pleuronectiformes(가자미목) Pleuronectidae(가자미과)

▪일명 : ヌマガレイ

Order(목) Family(과)

내수면 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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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은 짙은 갈색, 배쪽은 흰색, 몸의 옆쪽에 넓은 황색 띠가 입 아래에서 꼬리자루까지 뻗어있음

•가슴지느러미 뒤쪽과 등지느러미 기저에는 검은색 큰 반점이 존재, 성장함에 따라 작아짐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등황색 또는 황갈색,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황색

•등쪽과 배쪽의 피부극이 어릴 때는 가슴지느러미 앞뒤에서 분리, 성어는 서로 연결

•콧구멍은 짧고 융기

•분   포 : 우리나라의 금강, 한강, 임진강 등의 서남 연안과 하천 하류, 서해 및 중국

•서식지 :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 중국 남부의 흐르는 강의 중·하류와 그 해역에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4월 중순~5월, 산란을 위하여 임진강, 한강, 만경강 등 서해안 하천으로 소상하는 독특한 습성, 난은

침성점착란으로 1.42~1.50mm로 유구를 가지며, 난막에 요철이 있음

•성   장 : 부화 직후의 새끼는 대략 전장 3.1~3.4mm, 부화 10일 후에 가슴지느러미가 생기고 부화 18일 후(대략

7~8mm)에 다른 지느러미도 생김, 체장 45cm까지 채집되는 중형 복어류

•식   성 : 동물성 식성으로 어류와 갑각류(특히 새우류)를 섭식

•기   타 : 난소의 독성은 아주 강하고 간, 장 및 표피에도 독성이 있으나 근육에는 독이 없음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5

황복 ▪학명 : Takifugu obscurus
▪영명 : Yellow puffer

Tetraodontiformes(복어목) Tetraodontidae(참복과)

▪일명 : メフグ(mefugu)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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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뿔은 길고 끝부분이 위를 향함, 윗가장자리에는 6~9개의 이가 있고 이부분에는 작은 강모가 나 있으며, 아래

가장자리에는 3~6개의 작은 이들이 존재 

•수컷이 암컷보다 작음 

•암컷의 교접기는 앞조각과 뒷조각으로 되어있음, 앞조각은 석회질화가 잘된 돌기를 지니는데 그 끝은 둥근 형태를

보이고 뒷조각은 2개의 옆잎으로 되어 있음, 윤곽은 원형에 가까우며 길이가 너비보다 조금 더 큼

•수컷 교미기의 가운데 잎은 끝이 뾰족하고 옆잎의 끝을 지남, 옆잎 바깥면의 끝쪽에는 강모가 세로로 줄을 지음 

•몸 색깔은 연한 회색, 표면에 진한 회색의 점무늬가 흩어져 있음, 머리가슴의 밑면, 가슴다리, 배다리 등은 황색 혹은

주홍색, 꼬리마디는 진한 주홍색이고 그 끝은 흑갈색

•분   포 :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분포, 전 세계에서는 서해, 발해만 등지의 한국과 중국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분포

•회   유 :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대하는 8~10월까지는 연안에서 서식, 수온 10℃이하로 내려가는 11~12월경에

외해로 회유를 시작, 이듬해 수온이 10℃이상으로 상승하는 4월말 경에 연안으로 접안하는 월동 회유

•산   란 : 산란기는 5~6월경, 산란장은 산란기때 어미가 많이 어획되는 것으로 보아 태안, 보령, 영광 등지의 연안으로

추정

•성   장 : Mysis 3기의 크기는 전장 약 1~1.5mm정도, 부화 후 약 2~3개월이 지나 어구에 가입되기 시작하는 8월말의

대하(암컷)는 두흉갑장 약 14mm, 월동을 시작하는 11월에는 두흉갑장 약 42mm 정도이며 이들이 산란에

참여하는 생물학적 최소형은 두흉갑장 약 38mm, 최대 전장 15cm

•식   성 : 곤쟁이류, 기타 무척추동물의 유생 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6

대하 ▪학명 : Fenneropenaeus chinensis
▪영명 : Fleshy prawn

Decapoda(십각목) Penaeidae(보리새우과)

▪일명 : タイツョウエビ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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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뿔은 약간 위로 휘고 뾰족, 윗가장자리에는 8~10개의 이가 있고 아랫 가장자리에는 1개의 이가 존재 

•암컷 교접기의 저정낭은 뒷가슴마디의 가슴판을 거의 다 차지, 납작한 원통형, 앞쪽에 구멍이 열림

•네 번째 가슴다리 사이에는 석회질화된 돌기가 있는데 그 끝은 앞으로 향하고 둥근 형태

•수컷 교미기는 콩까지 모양이도 옆으로 납작하여 깊은 홈을 가짐 

•몸 색깔은 연한 청색, 적갈색, 몸에는 머리가슴에서부터 꼬리마디에 걸쳐 가로로 10줄 내외의 진한 줄무늬 

•분   포 : 우리나라 남해에서 주로 분포, 일부 서해 연안에서도 출현, 전 세계에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 케냐 등지의 해역에서 분포, 우리나라에서는 거제 연안에서 가장 많이 어획

•회   유 : 어미개체군들이 7~9월경 연안에서 산란, 산란된 새로운 개체군이 빠른 성장을 하여 10월말에 어구에

가입하기 시작, 이 개체군들이 성장하다 수온이 하강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외측으로 이동한 후 수온이

상승하는 4월경부터 연안으로 이동하여 서식

•서식지 : 서식 수심은 90m 내외, 저질이 모래가 섞여있는 뻘지역이나 모래지역에서 주로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6~9월경, 주 산란기는 7~8월, 산란장은 산란기때 거제 연안에 어미가 많이 어획되는 것으로 보아

동 해역이 주 산란장으로 추정

•성   장 : Mysis 3기의 크기는 전장 약 1~1.5mm, 최대크기는 전장 190mm(수컷), 225mm(암컷)

•식   성 : 곤쟁이류, 십각류 유생, 기타 무척추 동물 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7

보리새우 ▪학명 : Marsupenaeus japonicus
▪영명 : Kuruma shrimp

Decapoda(십각목) Penaeidae(보리새우과)

▪일명 : クルマエビ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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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비교적 납작한 편, 몸은 측편

•몸길이는 1m 가량, 등은 회청색, 배는 흰색

•눈은 크며 머리의 앞쪽에 치우쳐 있고 노랗게 눈을 덮는 기름눈꺼풀은 매우 작음 

•2쌍의 비공이 있는데 칼로 찢은 듯한 형태

•몸에 비하여 입은 매우 작고 위턱의 뒤끝은 눈의 앞가장자리에 미치지 못함

•등지느러미는 2개,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 끝은 무디고 얇게 파여있음

•머리 배쪽 협부의 새막은 분리되어 있으며 새파는 무수히 많음

•분   포 : 우리나라 서․남해 및 동해 남부, 일본, 중국, 대만

•서식지 : 개펄이나 모래바닥에 서식하며 기수역에서도 서식

•산   란 : 2~3월에 부유성 알을 산란

•성   장 : 성장에 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최대 75cm

•식   성 : 바닥의 모래나 진흙속의 유기물을 섭이, 밀물시에 표층에서 미세조류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8

가숭어 ▪학명 : Chelon haematocheilus 
▪영명 : Striped mullet, So-iny mullet 

Mugiliformes(숭어목) Mugilidae(숭어과)

▪일명 : メナダ
▪방언 : 개숭어, 기모리, 눈거무리, 밀치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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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회색을 띤 흑색, 등쪽은 짙으며 배쪽은 연한 편

•각 지느러미는 암갈색, 입안은 회색 또는 회흑색

•몸은 약간 길고 측편, 입은 큰 편, 전새개골 가장자리에 막질의 톱니가 존재 

•위턱이 아래턱보다 약간 길며, 양턱에는 크고 단단한 송곳니가 2줄 이상 배열

•등지느러미 연조부는 기저에서 1/2~1/3 위로 작은 비늘로 덮여있음

•아래턱 아래면 봉합부에는 4개의 아주 작은 점액구멍이 존재 

•뒷지느러미의 두 번째 가시는 가늘며, 눈지름보다도 약간 긺

•꼬리지느러미는 길고 참빗모양

•분   포 : 우리나라 서·남해, 서해, 발해, 동중국해

•서식지 : 수심 40~120m되는 근해의 바닥이 펄질인 곳에 주로 서식, 낮에는 저층에 밤에는 약간 부상하는 수직이동

•회   유 : 우리나라 서해, 발해, 중국 산동반도에 서식하는 무리는 가을이 되면 남하하여 제주도 서방해역에서

월동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 12~3월에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월동한 무리는 봄이 되면

북서방향으로 이동하여 중국 연안에서 서식하고 가을이면 남동방향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7~9월의 여름철, 남쪽이 빠르고 북쪽일수록 늦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덕적도 앞바다가 주

산란장, 전장 40cm이하에서는 성숙하지 않으며, 50cm이상 되어야 성숙, 50~65cm크기면 약 72만~216만

개의 알을 가짐

•성   장 : 1~5월에는 거의 성장하지 않고 6~12월에는 급속히 성장, 만 1년이면 전장 33cm, 2년이면 43cm, 3년이면

51cm, 4년이면 56cm, 5년이면 60cm, 6년이면 63cm로 자람, 최대 전장 90cm, 수명은 12~13년

•식   성 : 새우류, 게류, 작은 어류, 두족류 등을 잘 먹으며, 특히 저서성 동물을 포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29

민어 ▪학명 : Miichthys miiuy
▪영명 : Brown croaker

Perciformes(농어목) Sciaenidae(민어과)

▪일명 : ホソニベ(Honnibe)
▪방언 : 개우치, 홍치(전남), 불등거리, 보굴치,

가리, 어스래기, 상민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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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은 옆으로 퍼진 마름모꼴

•이마에 3개의 돌기가 있으며 가운데 돌기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음

•갑각의 어깨에는 9개의 톱니모양 이가 있는데, 끝에 난 이는 크고 날카로우며 옆으로 튀어나옴, 집게다리에는 보라색

바탕에 흰점무늬가 존재

•집게다리는 크고 억셈, 긴마디 앞모서리에 4개의 날카로운 가시가 있음

•마지막 다리의 끝부분은 넓적해서 헤엄치기에 알맞음

•다리수는 5쌍

•분   포 :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분포

•서식지 : 수심 2~110m 연안해역의 모래나 모래진흙에서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5월에서 9월, 산란성기는 6월에서 7월, 개체당 1년에 3~4회 산란하며 성숙체장은 11.0cm(갑폭)

•성   장 : 조에아유생 4기를 거치고 수명은 3년으로 추정

•식   성 : 이매패류, 다모류, 어류 등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0

꽃게 ▪학명 : Portunus trituberculatus
▪영명 : Swimming crab

Decapoda(십각목) Portunidae(꽃게과)

▪일명 : ガザミ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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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은 회색을 띤 황금색, 옆줄 아래쪽은 선명한 황금색

•입술은 붉은색, 입안은 희고 아가미구멍은 검은색

•몸의 형태는 가슴지느러미에서 뒷지느러미에 이르는 몸통 높이가 큰 차이 없이 밋밋한 길다란 사각형에 가까움

•등·뒷지느러미 연조부의 지느러미막에는 기저에서 약2/3이상이 작은 둥근비늘로 덮여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도 작은

비늘이 덮여있음

•뒷지느러미 2번째 가시의 길이는 눈지름보다도 짧음

•비늘은 다소 큰 편, 등지느러미 기부에서 옆줄 사이에는 5~6줄의 비늘이 있음

•입은 크고 윗턱 뒤끝부분은 눈 뒷부분의 아래까지 도달, 아래턱은 윗턱보다도 약간 긺

•옆줄 구멍은 부세보다 크며 꼬리자루 높이도 두툼한 편

•분   포 : 우리나라 서·남해, 발해만, 동중국해 등 수심 40~160m인 바닥이 모래나 펄인 곳

•회   유 :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회유해 오는 어군은 겨울철에 제주도 남서쪽 및 중국 상해 동남쪽에서 월동하고 봄이

되면 난류세력을 따라 북상하여 5월경 주산란장인 연평도 근해에서 산란, 산란을 마친 어군은 계속 북상하거나

서해의 가장 깊은 중심 해역으로 이동하여 활발한 먹이 섭취 활동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남하

•산   란 : 산란기는 3~6월, 남쪽일수록 빠르고 북쪽일수록 늦으며, 산란장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와 중국 연안해역,

전장 30cm정도면 3만~7만 개의 알을 산란

•성   장 : 1년이면 전장15cm, 2년이면 24cm, 3년이면 29cm, 4년이면 33cm, 5년이면 35cm까지 성장, 최대 체장 40cm

•식   성 : 주로 새우류, 젓새우류,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을 먹으며, 때로는 작은 어류도 섭식

•기   타 : 산란기 중에는 산란장에 모여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물위로 튀어 올라오는 습성, 최근

어선세력의 발달로 제주도 남서해역인 월동장에서 참조기를 마구 잡아 서해안으로 산란을 위해 회유하는

어군은 얼마되지 않음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1

참조기 ▪학명 : Larimichthys polyactis
▪영명 : Small yellow croaker

Perciformes(농어목) Sciaenidae(민어과)

▪일명 : キグチ(kinguchi)
▪방언 : 황조기, 노랑조기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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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타원형, 나탑은 3층으로 낮음

•각정은 각장의 뒤쪽 1/5거리에서 우측으로 치우침

•패각은 평평, 체층은 갑자기 커져서 패각의 대부분을 차지

•패각은 적갈색 바탕에 녹갈색 띠가 각정으로부터 방사상으로 퍼져 있고 사이사이에 약한 황색무늬가 섞여 있음

•공열은 올라오지 않아 구멍만 뚫려 있고 앞에서부터 7~9개가 열려 있음

•나선맥은 어린 개체에서는 조밀한 융기선이 뚜렷하고 성장맥은 굵어서 굴곡을 이루고 있으나 성숙한 개체에서는

나선맥이나 성장맥이 약해져서 거의 편평해지고 부분적으로 흔적만 남는 것도 있음

•각구는 타원형으로 내순은 폭이 거의 일정하며 외순은 약간 밖으로 굽어 있음

•패각의 내면은 회은색 바탕에 약간의 진주광택이 비침

•공열은 7~8개가 열려 있고 성장맥이 없어 나선맥이 거칠지 않음

•분   포 : 한국, 일본(나가사키, 오하라)

•서식지 : 외양에 면한 조간대의 바위에 붙어 삼

•산   란 : 자웅이체, 산란기는 7~10월, 산란수 약 190 만개(각장 6.8cm), 산란수온 25℃ 전후, 생물학적 최소형 3.5cm

•성   장 : 각장 72mm, 각폭 54mm, 각고 14mm

•식   성 : 저서초기치패는 부착규조류, 성패는 해조류를 먹고 삼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2

오분자기 ▪학명 : Sulculus diversicolor supertexta
▪영명 : Variously coloured abalone

Archaeogastropoda(원시복족목) Haliotidae(전복과)

▪일명 : トコブツ(Tokobushi)
▪방언 : 조고지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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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후연부가 다소 넓은 난형, 좌우로 크게 부풀어져있고, 방사륵이 없이 가는 성장륵만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표면이 거칠게 보임

•패각 표면에 난 성장륵은 전연부에서는 비교적 가늘지만 후연에 가까울수록 보다 굵어짐

•후연부는 직선에 가까우며 패각의 내면은 짙은 자주색을 띄고 있으나 어린 개체는 흰색을 띄는 개체도 존재

•전․후폐 각근은 매우 분명, 외투선은 깊게 만입

•패각 표면에는 방사륵이 없이 가는 성장륵만이 치밀하게 배열

•분   포 : 우리나라, 일본(훗카이도), 발해, 서해

•서식지 : 조간대~20m의 굵은 모래에 서식

•산   란 : 5~10월

•성   장 : 각장 82.5mm, 각고 62.8mm, 각폭(합각) 41.5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3

개조개 ▪학명 : Saxidomus purpuratus
▪영명 : Purple Washington clam

Veneroida(백합목) Veneridae(백합과)

▪일명 : ウチムサキ(Uchimurasak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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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서식지에 따라 변화가 심하나 일반적으로 흑갈색, 배쪽은 연한 빛이고 검은색의 반점들이 많이 흩어져 있음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 배부분은 볼록하고 체고가 높음

•머리부분에는 단단한 각종의 가시가 발달, 머리 뒷부분은 둥글게 융기

•눈의 위 부분은 융기, 두 눈 사이는 깊게 패여 있음

•아래턱은 위턱보다 짧고, 양 턱에는 융털모양의 이빨 띠가 존재

•꼬리지느러미의 뒤끝 가장자리는 둥

•가슴지느러미 아래쪽 연조들은 갈라져 있지 않고, 두툼한 편

•분   포 : 우리나라 중부이남, 일본 훗카이도 이남

•서식지 : 정착성 어류로서 근해의 암초지대에 주로 서식

•산   란 : 난태생 어종, 1~5월경 새끼를 낳음

•성   장 : 체장 35cm에 달함

•식   성 : 주로 새우류, 게류 등의 갑각류와 작은 어류, 두족류 등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4

개볼락 ▪학명 : Sebastes pachycephalus 
▪영명 : Spotbelly rockfish

Scorpaeniformes(쏨벵이목) Scorpaenidae(양볼락과)

▪일명 : ムラソイ(Muraso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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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머리는 방추형이고 옆으로 납작

•등지느러미 연조의 기저에서 측선까지의 비늘은 13~15개

•꼬리지느러미 끝은 둥

•몸 빛깔은 다갈색 바탕에 옆구리에 6줄의 흑갈색 가로띠가 뒤쪽까지 있음

•각 띠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 줄무늬는 자라면서 차차 희미해져 노성어가 되면 없어짐

•분   포 : 우리나라(남부, 제주도), 일본, 타이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서식지 : 연안성 물고기로서 수심 50m 이내의 암초 지역에 서식하며 한 곳에 정착 

•산   란 : 산란기는 8~10월

•식   성 : 야행성으로 저녁 때부터 먹이를 찾아 움직이며, 먹이로는 오징어류나 작은 어류 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5

자바리 ▪학명 : Epinephelus bruneus
▪영명 : Longtooth grouper

Perciformes(농어목) Serranidae(바리과)

▪일명 : クエ(kue)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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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삼각형, 각표에는 성장선이 뚜렷하고 복연쪽으로 갈수록 굵어져서 성장륵의 형태를 이룸

•패각은 황색, 각정으로부터 여러 줄의 옅은 갈색대가 방사상으로 뻗어 있음

•패각 내면은 옅은 미색, 외투선 만입은 둥글고 깊게 패어져 있음

•주치는 매우 작고 1개가 나 있으나 바로 위에 짙은 갈색의 탄대가 존재

•분   포 : 동중국해, 대만, 서해, 한국, 일본(훗카이도 이남)

•서식지 : 조간대~10m 사이의 모래나 펄에 서식

•산   란 : 5~6월

•성   장 : 각장 79.5mm, 각고 59.0mm, 각폭(합각) 38.2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6

개량조개 ▪학명 : Mactra chinensis
▪영명 : Chinese mactra

Veneroida(백합목) Mactridae(개량조개과)

▪일명 : バカガイ(Bakaga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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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의 모양은 난원형, 각정의 끝은 앞쪽으로 꼬부라져 있음

•패각의 표면은 가는 성장선이 치밀하게 배열, 황갈색의 각피로 덮여 있고, 후연부에서는 각피층이 더욱 두껍게 덮여 있음

•패각 내면은 흰색, 외투선 만입은 깊게 패어져 존재

•교판은 두껍게 발달, 주치의 크기는 작고 그 뒤쪽으로 탄대받이가 있음

•교판이 매우 두껍게 발달, 외투선 만입이 매우 깊게 패어져 있음

•분   포 : 한국, 일본, 사할린

•서식지 : 조간대~30m 사이의 모래에 서식

•산   란 : 산란기 6~7월, 난경 65.2±1.8㎛, 자웅이체, 생물학적 최소형 각장 50mm(3년생), 분리침성란, 발생 적수온 15℃

•성   장 : 각장 85.3mm, 각고 70.9mm, 각폭(합각) 46.0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7

북방대합 ▪학명 : Pseudocardium sachalinensis
▪영명 : Sakhalin surf-clam

Veneroida(백합목) Mactridae(개량조개과)

▪일명 : ウバガイ(Udaga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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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황갈색 바탕에 많은 흑색반문이 흩어져 있으며, 각 지느러미에도 흑색반문이 형성

•몸은 긴 타원형으로 매우 미끈, 전체적으로 체고가 높고 폭이 넓은 구형

•피부에는 어떠한 돌기도 나 있지 않음

•눈은 작고 체장의 10%를 넘지 않으며 머리의 등쪽에 치우침, 주둥이도 짧음

•등지느러미는 두 개로 제 1등지느러미는 몸의 중앙에 위치, 완전히 피부 속에 묻혀있음

•배쪽은 배지느러미가 변형된 흡반이 어릴 때는 미약하나 성어는 잘 발달

•몸 길이는 두장의 약 3배, 체고의 3~5배

•분   포 : 우리나라 동해, 일본북부에서 오호츠크해, 베링해, 캐나다 등에 분포   

•회   유 : 산란을 위해 11~12월에 연안의 얕은 바다로 회유, 어린 새끼는 2~3cm에 달할 때까지는 연안에서 생활,

3~10cm 정도에 달하면 주로 70~200m내에서 여름에는 바닥근처, 겨울에는 표층부근에서 생활, 14cm

이상으로 자라면 점점 깊은 바다로 이동

•서식지 : 한대성 어류, 심해의 수심 100~200m되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 수심 500m이상에서도 분포

•산   란 : 베링해는 11~3월, 우리나라는 1~2월 사이에 얕은 바다의 바위에 산란, 성숙체장은 대략 20cm, 약 3년 정도면

성숙하는 것으로 추정

•성   장 : 최대 40c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8

뚝지 ▪학명 : Aptocyclus ventricosus
▪영명 : Smooth lampsucker

Scorpaeniformes(쏨뱅이목) Cyclopteridae(도치과)

▪일명 : ホテイウオ(hoteiuo)
▪방언 : 뚝저구, 도치, 씬퉁이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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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각장의 약 14cm 정도의 대형 종으로 껍질은 두껍고, 전체적인 모양은 삼각형을 이루지만 후연부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후연부의 끝은 넓게 열려 있어 이로부터 수관이 뻗어 나감

•패각은 흰색을 띄고 있으나 표면에는 암갈색의 각피가 두껍게 덮여 있음

•패각의 내면은 흰색으로서 외투선은 깊게 만입, 교판의 중앙부는 비교적 넓게 발달하여 복연 쪽으로 확장되어 있고,

탄대받이가 매우 크게 발달

•패각의 후연부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그 끝은 넓게 열려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일본(큐슈, 혼슈, 훗카이도)

•서식지 : 조하대~20m 사이의 펄에 서식

•산   란 : 산란기 4~5월, 10~11월, 난경 장경 61.3㎛, 단경 58.8㎛, 자웅이체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39

왕우럭조개 ▪학명 : Tresus keenae
▪영명 : Keen`s gaper

Veneroida(백합목) Mactridae(개량조개과)

▪일명 : ミルクイ(Miruku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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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패각은 대체로 난형, 전배연과 후배연은 직선

•전연은 둥글고 후연은 타원형을 그리며, 뒤로 빠져 있고, 복연은 부채꼴모양

•좌우 양각은 둥글게 부풀고 17~18줄의 높은 방사륵이 있으며, 방사륵에는 각정으로부터 과립이 있어 복연쪽으로

갈수록 굵고 거리가 떨어져 뚜렷하게 보임

•양식종으로 많이 이용, 식용으로 이용

•방사륵에 결절이 존재

•분   포 :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로부터 인도양, 서태평양에 널리 분포

•서식지 : 내해의 조간대로부터 수심 10m 사이의 펄 바닥에 서식

•산   란 : 산란기 7~9월, 생물학적 최소형 각장 2cm, 자웅이체  

•성   장 : 각장 36.0mm, 각고 29.4mm, 각폭 26.2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0

꼬막 ▪학명 : Tegillarca granosa
▪영명 : Granular ark

Arcoida(돌조개목) Arcidae(돌조개과)

▪일명 : ハイガイ(haiga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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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갑각은 넓지 않고 원형이거나 긴 달걀모양 또는 오각형, 이마는 둘로 갈라져 있음 

•갑각의 옆 가장자리에 크기가 고르지 않은 이 모양 돌기가 늘어서 있으나 톱날 모양은 아님

•촉각은 채찍모양으로 발달, 털이 나거나 퇴화하여 흔적만 남아 있으며, 입 틀의 앞 가장자리는 뚜렷하지 않음  

•분   포 :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역에 분포

•서식지 : 조하대에서 수심 50m까지의 모래 또는 돌이 많은 모래 바닥이나 해조가 많은 지역에 서식 

•습   성 : 여름철 수온이 20℃ 정도가 되면 저질에 묻혀서 하면을 하는 습성이 있으며, 포란한 암컷 또한 이 시기에

저질을 파고 들어가므로 쉽게 발견되지 않음 

•성   장 : 조에아 유생 2기를 거치며, 최대 갑각나비는 120mm 정도까지 성장 

•식   성 : 작은 어류, 기타 무척추 동물 등

•몸크기 : 각장 147mm, 각고 103.9mm, 각폭(합각) 59.4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1

왕밤송이게
(털게)

▪학명 : Telmesus acutidens
▪영명 : Horsehair crab

Decapoda(십각목) Atelecyclidae(털게과)

▪일명 : トゲクリガ二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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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수컷의 갑각길이는 약 63mm, 갑각너비는 약 91mm, 갑각은 옆으로 긴 타원형, 이마에 6개의 톱날모양 돌기가 있고,

갑각의 앞쪽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뒷니를 포함하여 6개의 날카로운 이가 있음, 이 가운데 맨 뒷니가 가장 작음 

•갑각 윗면은 볼록, 어린 개체는 윗면에 연한 털이 나지만 성체는 털이 없이 매끈하고 광택이 남, 양 집게다리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며 억세고 마디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존재 

•제1~3 걷는다리는 크기와 모양이 비슷, 제4 걷는다리는 앞마디와 발가락마디가 넓고 납작하여 헤엄치기에 알맞으며,

암컷의 배는 넓고 7마디이나 수컷의 배는 제3~5 배마디가 붙어 5마디 

•몸은 어두운 녹갈색 바탕에 미색 얼룩무늬가 있거나 어두운 보라색을 띠는 경우도 존재

•분   포 :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 

•서식지 : 서식지는 매우 다양, 주로 조수웅덩이를 포함하는 조간대 하부에서 수심 45m까지의 모래진흙이나 암초

지대에서 주로 발견, 기수역에도 서식 

•산   란 : 산란기 6월~8월

•성   장 : 유생은 조에아 6기를 거치고, 수명은 3년 정도

•식   성 : 천적은 대형 돔류 정도일 뿐 자신들의 서식지역에서는 거의 최상의 포식자, 곤쟁이류, 십각류, 어류, 기타

무척추 동물 등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2

민꽃게 ▪학명 : Charybdis japonica
▪영명 : Japanese swimming crab

Decapoda(십각류) Portunidae(꽃게과)

▪일명 : イシガ二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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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몸은 붉은 갈색, 몸의 앞쪽은 원뿔 모양이지만 뒤로 갈수록 납작, 체절수는 370~395개 

•입마디에는 촉수가 없고 둘째마디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없음, 항문마디에는 각 1쌍씩 길고 짧은 항문촉수가 남  

•분   포 : 우리나라 서해안, 일본,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서식지 : 바위틈이나 개펄

•산   란 : 산란기는 4~6월로 3만개 안팎의 알을 산란 

•성   장 : 몸길이는 26~32cm

•식   성 : 식물성 플랑크톤 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3

바위털
갯지렁이

▪학명 : Marphysa sanguinea

Polychaeta(다모목) Eunicida

▪일명 : イラムツ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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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길고 앞부분은 원통형, 뒤로 갈수록 측편

•머리는 크고 종편, 눈은 위로 볼록 솟아 있고 두 눈 사이는 좁음 

•주둥이는 끝이 뭉툭, 입은 아래쪽에 수평으로 열리며, 양턱의 길이는 거의 비슷 

•몸은 회청색, 배는 연한 색을 띄며, 몸 전체와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흰 반점이 흩어져 있음

•분   포 : 한국 서해와 남해의 서부연안, 일본, 중국, 타이완에 분포 

•서식지 : 하구나 연안의 개펄에 구멍을 파고 서식,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하여 바닥을 기어다님 

•산   란 : 산란기는 6~8월  

•식   성 : 규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4

짱뚱어 ▪학명 : Boleophthalmus pectinirotris
▪영명 : Blue-spotted mud hopper

Perciformes(농어목) Gobiidae(망둑어과)

▪일명 : ムツゴロウ(mutsu-goro)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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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표면은 매끈하고 털이 없음, 이마뿔의 기부는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다가 위쪽을 향함, 이마뿔의 윗 부분은

19~21개의 이가 있는데 이 중 앞 끝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움직일 수 있음 

•이마뿔의 아래 가장자리에는 10~13개의 이가 존재, 기부의 것은 가늘고 길며 앞쪽으로 갈수록 짧아짐, 이마뿔의 끝은

2개의 이로 갈라졌는데 위의 것이 작으며 눈자루가 매우 짧음 

•수컷의 돌기는 안부속체의 길이와 비슷, 굵기는 더욱 굵으며, 긴 털을 많이 가짐

•분   포 : 한해성 종으로 우리나라 동해와 오호츠크해, 시베리아와 일본 훗카이도 등지에서 분포 

•서식지 : 서식분포 수심은 60~650m 

•산   란 : 우리나라 물렁가시붉은새우는 가을이 되는 9, 10월경부터 난을 복지에 가지나, 난 성숙단계 중 부화직전의

발안의 난을 가지는 주 산란기는 2~3월 경 

•성   장 : 수컷의 크기는 두흉갑장 25mm, 전장 125mm 이며 암컷 크기는 두흉갑장 30mm, 전장 150mm 

•식   성 : 소형 갑각류를 섭식 

•기   타 : 유생으로 부화하여 성장한 후 먼저 수컷으로 성숙, 이후 더욱 성장하여 성숙체장에 이르면 암컷으로 성 전환,

이후 난을 가진 암컷으로 성숙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복지에 난을 가지며 난을 성숙시킨 후 부화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5

물렁가시
붉은새우

▪학명 : Pandalopsis japonica
▪영명 : Morotoge shrimp

Decapoda(십각목) Pandalidae(도화새우과)

▪일명 : モロトゲアカエビ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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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두껍고 매우 단단하여 쉽게 깨어지지 않음

•외부의 얇은 각피는 패각 표면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쉽게 벗겨지지 않으며, 패각의 색깔에는 변이가 많음 

•패각의 표면은 매끈하고 광택, 또 흑갈색의 넓은 띠가 팔자(八字)모양을 하고 있으며, 안쪽면은 흰색, 뒤쪽 끝이 뾰족한

편이며 양 껍데기를 닫으면 사이에 틈이 벌어짐

•두 장의 껍데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인대는 검은색으로 짧고 크게 튀어나와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타이완,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서식지 :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10m 전후까지 진흙모래 또는 모래진흙 바닥에 서식

•산   란 : 산란기는 5월~11월

•성   장 : 패각의 각장은 약 7cm 전후 

•식   성 : 중형의 부유물을 여과하여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6

백합 ▪학명 : Meretrix lusoria
▪영명 : Common orient clam

Heterodonta(진판새목) Veneridae(백합과)

▪일명 : ハマグリ 
▪방언 : 상합, 새합, 대합, 피함, 참조개

Order(목) Family(과)



107

3 .  수 산 종 자  방 류 대 상 품 종 의  생 태 적  특 징

•전장이 30cm 정도인 소형종으로 외투막은 난원형

•배면에는 미세한 담갈색의 사각형 반점이 밀생하는데 수축된 표본에서는 작은 과립으로 되어 있음 

•복면은 수축표본에서는 가운데가 얕게 패여 있고 측면에는 마름모꼴의 돌기가 띄엄띄엄 있음

•안상극은 2개가 뚜렷하며, 아래에도 작은 안상극이 있음

•누두는 작고 짧으며, 누두기는 W자형, 솔막은 A(제1완 사이), B(제1,2완 사이) 및 E(제4완 사이)는 얕고 C(제2,3완 사이),

D(제3,4완 사이)구역은 깊음

•완장식은 1＞4＞2 = 3이고 흡반은 2열이다. 좌측 제2완 배면에 반달형 무늬가 있음

•분   포 : 한국 전역(서해, 남해 대부분), 중국, 일본(홋카이도 이남)

•서식지 : 연안저서종으로 수심 60m 깊이까지 서식하며 야행성

•산   란 : 대개 바닥의 구멍 등에 철저히 숨어사는 종으로 12∼2월 사이에 산란함. 난은 장경 1cm에 달하는 대형

•성   장 : 최대 외투장 8cm, 최대 전장 30cm, 최대 중량 0.5kg

•식   성 : 갑각류, 어류, 연체동물 및 이매패류 등을 섭이하며 갑각류를 가장 좋아함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7

주꾸미 ▪학명 : Octopus ocellatus
▪영명 : Webfoot octopus

Octopoda(문어목) Octopodidae(문어과)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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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출현하는 참서대과 어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서 몸은 긴 타원형

•눈은 작고, 두 눈 사이의 간격은 좁음

•입은 뒷지느러미 앞에 있으며, 낫 모양으로 깊게 휘었음

•등지느러미는 머리 위에서, 뒷지느러미는 아가미구멍 아래에서 각각 시작됨

•유안측에 3개의 측선이 머리에서 꼬리 부분까지 이어지며, 눈 뒤쪽에 중앙의 측선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측선이 있음

•유안측은 진한 적갈색, 무안측은 흰색을 띠며, 흑갈색 반점이 있는 개체도 있음

•분   포 :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서부, 동죽국해에서 발해만에 이르는 해역

•서식지 : 연안의 모랫바닥이나 개펄 바닥에 서식

•성   장 : 전장 약 70cm

•식   성 : 조개류와 게, 갑각류를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8

박대 ▪학명 : Cynoglossus semilaevis
▪영명 : tongue sole

Pleuronectiformes(가자미목) Cynoglossidae(참서대과)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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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긴 직사각형으로 각정은 앞쪽으로 치우쳐 있음    

•전배연과 후배연은 연속된 직선을 이루고 복연도 직선에 가까움

•전연은 둥글고 후연은 모서리 부분만 둥글고 직선을 이룸

•각정으로부터 비스듬히 뒤로 내려오는 잘룩한 부분이 있음

•패각 표면은 황갈색 각피로 덮여 있고, 각정은 통상 벗겨져 백색 석회층이 들어나고 앞끝과 뒤끝의 각피에는 성장맥을

따라 각피가 수직으로 올라와 섬유상을 나타냄

•껍질은 얇고 내면은 백색임. 주치는 약하며, 외투선은 깊게 패어 있음

•패각이 각정으로부터 비스듬히 잘룩하게 패어 있음

•분   포 : 중국, 한국(서해, 남해안), 일본

•서식지 : 진흙갯벌 조간대의 표층으로부터 깊이 약 20cm 전후의 깊이에 파고 들어가 서식

•몸길이 : 각장 72.0mm, 각고 28.8mm, 각폭(합각) 15.5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49

가리맛조개 ▪학명 : Sinonovacula constricta
▪영명 : Constricted tagelus

Veneroida(백합목) Pharellidae(작두콩가리맛조개과)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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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빛깔은 등쪽은 갈색, 배쪽은 흰색이며, 몸 옆구리에는 불규칙한 갈색의 세로줄이 있음

•몸은 가늘고 길며, 측편되어 있음

•입은 크고 위턱은 아래턱보다 짧으며, 양 턱의 이빨은 거의 같은 크기임

•아래턱에는 1개의 짧은 수염이 있음

•항문은 제 1등지느러미와 제 2등지느러미 사이에 있음

•등지느러미는 3개, 뒷지느러미는 2개이며, 꼬리지느러미 뒤 끝 가장자리는 수직형임

•분   포 : 우리나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북태평양

•서식장 : 냉수성 어류로서 수심 50~450m 되는 수층에서 수컷은 중층, 암컷은 저층에서 떼를 지어다니며 생활함

•회   유 : 겨울에는 우리나라 동해안 포항 근해까지 남하하였다가 봄이 되면 일본 북해도 서쪽 해안이나 더 깊은

수층으로 이동

•산   란 : 산란기는 12월~익년 2월. 산란시기가 되면 연안으로 이동하여 수심 50~100m인 바닥이 평탄하고 모래와

진흙이 섞인 지대에 산란하며, 산란수는 체장 40~60cm이면 약 25만~100만개 정도임. 생물학적 최소형은

34cm(가랑이 체장)

•성   장 :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10~16cm, 2년이면 14~30cm, 3년이면 20~30cm, 4년이면 26~42cm, 5년이면

30~42cm로 성장. 체장 60cm

•식   성 : 탐식성으로 작은 갑각류, 어류, 곤쟁이류, 오징어류 등 닥치는 데로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50

명태 ▪학명 : Theragra chalcogramma
▪영명 : Alaska pollack, Walleye pollock

Gadiformes(대구목) Gadidae(대구과) 

▪일명 : スケトゥダラ(suketoudara)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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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품종 15종

01 참게 ⋯⋯⋯⋯⋯⋯⋯⋯⋯⋯⋯⋯⋯⋯⋯⋯ 112

02 잉어 ⋯⋯⋯⋯⋯⋯⋯⋯⋯⋯⋯⋯⋯⋯⋯⋯ 113

03 동자개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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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메기 ⋯⋯⋯⋯⋯⋯⋯⋯⋯⋯⋯⋯⋯⋯⋯⋯ 116

06 쏘가리 ⋯⋯⋯⋯⋯⋯⋯⋯⋯⋯⋯⋯⋯⋯⋯ 117

07 꺽지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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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농갱이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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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은 둥근 사각형

•이마에는 납작하고 삼각형인 이모양 돌기가 4개

•갑각의 옆가장자리에는 눈뒷니를 포함하여 4개의 뾰족한 이모양 돌기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작아짐

•갑각 윗면은 약간 볼록하고 H자 모양의 홈이 뚜렷

•갑각의 모든 모서리에는 알갱이들이 촘촘히 널려 있음

•양 집게다리는 대칭을 이루며 억세고 가시가 존재

•집게바닥은 짧고 넓은데, 앞면과 집게 아래쪽에 연한 털다발이 있음

•걷는 다리는 가늘고 긺

•배는 암수 모두 7마디

•부속지수 10

•분   포 : 한국, 중국

•서식지 : 바다에 가까운 하천, 논두렁 또는 논둑에 구멍을 파고 삼

•성   장 : 갑각길이 약 63mm, 갑각너비 약 70mm

•산   란 : 난생, 가을에 살던 곳을 떠나 바다로 내려간 뒤 이듬해에 알을 낳으며, 알에서 부화한 유생은 다시 민물로

올라와 자라는 것으로 추정, 알은 낳는 시기는 11~12월이고 1~4월에 조에아 유생이 부화

•식   성 : 잡식성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1

참게 ▪학명 : Eriocheir sinensis
▪영명 : Chinese mitten crab, horseshoe crab

Decapoda(십각목) Varunidae(바위게과)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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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 비늘은 크고 기왓장처럼 배열

•머리는 원추형, 주둥이는 둥글며, 그 아래에 입이 존재

•입수염은 2쌍으로 뒤쪽의 것은 굵고 길어서 눈의 직경과 같거나 약간 길지만, 앞쪽의 것은 가늘고 짧아서 눈 직경의 1/2 혹은 2/3정도

•눈은 작고 머리의 옆면 중앙보다 앞쪽에 위치

•하악은 상악보다 약간 짧고, 입술은 약간 두꺼운 편, 새파는 짧고 두꺼움

•측선은 완전하고 배쪽으로 약간 굽어져 있음

•각 비늘은 크고 그 기부는 검은 점이 있으며 주변부는 검게 보임

•등지느러미의 기저는 길어서 두장보다 약간 길고, 등지느러미의 기점은 몸통의 중앙에 존재

•몸은 녹갈색으로 등쪽은 짙고, 배쪽은 연함,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약간 어두운 색깔을 보이나 그 이외의 지느러미는 밝은 색

•분   포 : 우리나라 하천, 댐호 및 저수지 등의 담수 전역에 서식,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온대와 아열대 지방에 널리 분포

•서식지 : 큰 강이나 저수지 및 댐 등의 깊은 곳에서 삼

•성   장 : 전장 50~100cm

•산   란 : 전산란기는 5~6월로, 수온이 18~22℃일 때가 산란 성기, 산란기에는 암수 성체의 몸 전체에 소형의 추성이 생기는데 수컷이

더 현저하나 혼인색은 보이지 않으며, 주로 오전 중에 산란을 하고 알을 수초에 부착

•식   성 : 잡식성으로 부착조류, 조개, 수서곤충, 갑각류, 실지렁이 및 어린 물고기를 섭식, 수온 15℃이상에서 먹이를 먹기 시작하고

24~28℃에서 섭식 활동이 가장 왕성

•기   타 : 잉어는 원래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나 적응력이 아주 강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아종 혹은 변이종이 있으나

분류상으로는 Cyprinus carpio의 단일종, 잉어는 단위면적당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양식용으로 기르고 있음,

담수어류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치가 가장 높은 어류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2

잉어 ▪학명 : Cyprinus carpio
▪영명 : Carp

Cypriniformes(잉어목) Cyprinidae(잉어과)

▪일명 : (Go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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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옆으로 몸시 납작하고 체고가 약간 높은 편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며 눈은 머리의 앞부분 위쪽에 편중

•입은 주둥이의 끝에 열리는데 하악이 상악보다 약간 짧으므로 아랫면에 위치, 입수염은 4쌍으로 상악에 있는 것이 가장

길어서 안경의 2.5배나 되며, 비늘은 없음

•가슴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의 극조는 강대하고 단단히 세울 수 있으며, 가슴지느러미의 극조에는 안과 밖으로 톱니

모양의 거치가 있음

•측선의 거의 직선이고 몸의 옆면 중앙을 달림

•기름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있고 꼬리지느러미와 연결되지 않으며, 미병부는 옆으로 납작하고

가늘고, 꼬리지느러미의 후연 중앙은 깊이 갈라짐

•두부 감각관에는 감각공이 밖으로 바로 열려 있으며 하미축골 3~4번은 거의 융합

•살아있을 때 체색은 우중충한 황색 바탕에 암갈색의 큰 반문이 나타나고 등과 몸의 옆면 중앙, 그리고 배에 폭이 넓고

긴 암갈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모든 지느러미에는 검은색을 띠는 부분이 존재

•분   포 : 우리나라, 중국, 대만 및 시베리아의 동부에 분포

•서식지 : 유속이 완만한 큰 하천의 중·하류의 바닥이 모래와 진흙이 많은 곳에 서식하여 낮에는 돌 밑에 숨어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음

•성   장 : 전장 20cm

•산   란 : 산란기는 5~7월로 수컷이 가슴지느러미 가시를 이용하여 진흙 바닥을 파내어 산란실을 만들고 그 안에 알을

산란

•식   성 : 수서곤충이나 물고기의 알, 새우류 및 작은 동물을 먹고 삼

생태적 특징

03

동자개 ▪학명 : Pseudobagrus fulvidraco
▪영명 : Korea bullhead

Siluriformes(메기목) Bagridae(동자개과)

▪일명 : (Koraigigi)
▪방언 : 빠가사리

Order(목) Family(과)

형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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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장타원형으로 옆으로 약간 위로 향하며 입가에는 수염이 없음

•측선은 완전하고 중앙은 배쪽으로 약간 휘어져 존재

•등지느러미 기저는 두장보다 약간 긺

•꼬리지느러미 후연 중앙은 안쪽으로 만입

•새파는 길고 새사는 큼

•몸의 등쪽은 녹갈색이고, 배쪽은 은백색 혹은 황갈색,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청갈색이고 다른 지느러미는 무색,

붕어는 사는 곳에 따라 체색의 변화가 심하여 흐르는 물에 사는 개체는 녹청색을 띠고, 고인 물에 사는 개체는 황갈색

•분   포 : 우리나라 담수역의 거의 전역,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널리 분포

•서식지 :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크고 하천 중류 이하의 유속이 느린 수역이나 수초가 많은 곳에 서식, 논의 농수로에서도

서식

•성   장 : 전장 10~30cm

•산   란 : 산란기는 4~7월로 큰 비가 온 후 수초가 무성한 얕은 장소에 산란, 알은 보통 수초에 부착

•식   성 : 동물성 플랑크톤인 지각류, 요각류 및 윤충 등을 주로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4

붕어 ▪학명 : Carassius auratus
▪영명 : Crusian carp

Cypriniformes(잉어목) Cyprinidae(잉어과)

▪일명 : (Funa)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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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앞부분은 원통형이나 뒤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 머리의 앞부분은 수평으로 납작

•상악이 하악보다 짧아 입은 주둥이의 끝에서 위를 향하여 열리며 입가에는 전비공의 앞과 하악에 수염이 각각 1쌍씩 존재

•몸에는 비늘이 없으며 측선은 완전하고 체측 중앙에 이어짐

•등지느러미 길이는 짧아서 안경의 3~4배이며, 가슴지느러미 가시의 외연에는 톱니 모양의 거치가 있음

•뒷지느러미는 매우 길어서 전장의 거의 반쯤 되고 뒤쪽 끝은 꼬리지느러미와 연결되므로 미병부가 없음

•몸은 거의 대부분이 검은 갈색 혹은 황갈색이고 반문은 없으나 가끔 구름 모양의 반문이 있는 경우도 있음, 주둥이의

아랫면과 뒷지느러미 앞가지의 복부는 노란색을 띄며,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지느러미는 몸색과 같이

흑갈색 혹은 황갈색이고 그 가장자리는 검은색을 띰

•분   포 : 우리나라 전 담수역, 중국, 대만, 일본에 분포

•서식지 : 유속이 완만하고 바닥에 진흙이 깔려 있는 하천이나 호수 혹은 늪

•성   장 :전장 30~50cm

•산   란 : 산란기는 5~7월이고 수컷이 암컷의 복부를 강하게 감아서 산란하도록 함, 황록색의 알은 수초에 붙이거나

바닥에 낳으며 자갈에 붙이기도 함

•식   성 : 밤에 치어와 소동물을 먹는 등 탐식성이 강함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5

메기 ▪학명 : Silurus asotus
▪영명 : Far eastern catfish

Siluriformes(메기목) Siluridae(메기과)

▪일명 : (Namazu)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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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측편, 머리는 약간 종편

•머리는 길고, 그 중앙의 약간 앞쪽에 눈이 존재

•하악은 상악보다 약간 길며, 악골, 서골 및 구개골에는 이빨이 존재, 상악의 후연은 동공의 중앙 부근에 이름

•등지느러미는 머리 후단부 위치에서 시작, 등지느러미는 극조부와 연조부로 나누어지지만, 연조의 길이가 극조보다

길어서 약간 결각을 이룸

•등지느러미는 6~8번째 극조의 길이가 가장 길며, 꼬리지느러미 후연은 둥

•측선은 완전함

•분   포 :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흐르는 큰 하천의 중류에 희소하게 출현하고 중국에도 분포

•서식지 : 큰 강의 중류 지역 가운데에서도 물이 맑고 바위가 많아 물살이 빠른 곳에서 살면서 바위나 돌 틈에 잘 숨음

•성   장 : 전장 60cm

•산   란 : 산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으로 자갈이 많이 깔린 바닥에 밤 동안 알을 낳는데 알의 크기는 2mm정도

•식   성 : 난황이 흡수된 직후부터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섭식하다가, 10일이 경과하면 작은 어류만을 섭식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물고기를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6

쏘가리 ▪학명 : Siniperca scherzeri
▪영명 : Mandarin fish

Perciformes(농어목) Centropomidae(꺽지과)

▪일명 : (Koraiketsugyo)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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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머리는 좌우로 측편, 체고는 높아 체형은 방추형

•머리는 크고, 눈은 머리의 등쪽에 치우치며, 입은 크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

•악골, 구개골 및 서골에는 이빨이 존재, 하악은 상악보다 약간 길다. 상악의 후단부는 동공 후연을 약간 지남

•전새개부의 후연에는 작은 거치가 후연을 따라 배열, 새개골 후연 반점 부위에는 2개의 뾰족한 가시가 있음

•등지느러미는 극조부와 연조부가 구분, 극조부는 길이가 짧고 연조부는 길이가 긺

•꼬리지느러미의 끝은 둥

•측선은 완전하며 체측 중앙보다 약간 위로 휘어져 있음

•항문은 뒷지느러미 바로 앞에 존재

•몸은 옅은 녹갈색 바탕에 옆면에는 7~8개의 가는 검은색 가로무늬가 존재, 새개 상후단에는 둥근 청색 반점이 하나

있으며, 각 지느러미는 뚜렷한 반문이 없이 옅은 황색

•분   포 : 우리나라 거의 전 하천에 분포

•서식지 :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하천에 서식

•성   장 : 전장 15~20cm

•산   란 : 5~6월에 수온이 18~25℃에 이르면 자갈의 아랫면에 1층으로 알을 낳으며, 알은 침성점착란으로 난황은 황색

혹은 적색이며 난의 직경은 2.6~2.9mm

•식   성 : 주로 갑각류나 수서곤충을 먹고 삼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7

꺽지 ▪학명 : Coreoperca herzi
▪영명 : Korea aucha perch

Perciformes(농어목) Centropomidae(꺽지과)

▪일명 : (Koraioyaniram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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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가늘고 길며 원통형이지만 꼬리는 옆으로 납작

•미세한 원린이 몸에 깊이 뭍혀 있음

•옆줄은 뚜렷

•턱에는 한 줄의 미세한 이빨이 있음

•하악은 상악보다 길고 등지느러미의 기점은 몸의 중앙부에 존재

•배지느러미는 없으며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새공은 초승달 모양으로 옆구리에 수직으로 존재

•분   포 : 우리나라 삼척 오십천 이북의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제외한 전 하천에 분포, 최근에는 대형 댐이 축조된

관계로 상류를 올라가지 못하여 분포 범위가 축소, 일본, 중국, 대만 및 베트남 등지에도 분포

•서식지 : 크고 작은 하천, 호수 및 저수지 등 거의 모든 담수의 온난한 수역에서 서식

•성   장 : 전장 60~100cm

•산   란 : 산란기는 봄부터 여름, 수정란에서 부화한 유생은 렙토세팔루스로 반투명의 대나무 잎 모양이며, 그 해

가을까지는 50mm이상의 하얀 실뱀장어로 변태하여 연안 가까운 곳의 바다 밑이나 진흙 바닥에서 월동, 그

이듬해 2~4월경 우리나라의 각 하천의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가 그 해 7월까지 전장 150mm정도로 성장하는데

기수에서 담수로 이동하면 약간 흑갈색으로 변함, 수컷은 3~4년, 암컷은 4~5년 걸려서 성숙, 성숙한 개체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하천의 하구를 통하여 바다로 내려감

•식   성 : 육식성으로 새우, 게, 수서곤충, 실지렁이, 어린 물고기 등의 거의 모든 수중동물을 탐식, 낮에는 굴속, 돌 밑,

진흙 속에 굴 속에서 월동하며, 4~5월경부터 활동을 시작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8

뱀장어 ▪학명 : Anguilla japonica
▪영명 : Japanese eel

Anguilliformes(뱀장어목) Anguillidae(뱀장어과)

▪일명 : ウナギ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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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딱지와 배딱지는 인대(靭帶) 조직에 의해 붙어 있으며, 배딱지는 약간 굴곡져 있음

•머리와 목을 딱지 속으로 완전히 집어 넣을 수 있음

•주둥이 끝은 가늘게 튀어나왔고, 아래입술과 윗입술은 육질로 되어 있음

•네 다리는 크고 짧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데, 알을 낳을 때를 빼고는 거의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음

•분   포 : 아시아, 뉴기니,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서식지 : 하천, 늪, 못

•산   란 : 밑바닥이 개흙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나 연못에 살면서 5∼7월에 물가의 흙에 구멍을 파고 산란

•식   성 : 물속에서는 행동이 민첩하여 물고기나 게·개구리 등의 다른 수서동물을 잡아먹음

•성   장 : 등딱지 길이 15~17c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09

자라 ▪학명 : Trionyx sinensis
▪영명 : Soft-shelled Turtle

(거북목) (자라과)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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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느러미는 크며, 기름지느러미가 있고 기름지느러미 끝

가장자리는 적황색

•몸은 가늘고 길며, 측편, 위턱의 앞 끝은 아래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낚시바늘 모양

•양 턱의 이빨은 어릴 때는 작은 원뿔니, 성어가 되면 빗모양으로

변함

•옆줄은 뚜렷하며, 몸은 작은 둥근비늘로 덮여 있음

•배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 아래에 위치하고 각 지느러미에

가시는 없음 

•분   포 : 우리나라 두만강, 한강 제외한 모든 하천 및 하구,

일본, 중국, 대만

•서식지 : 강 중류의 바닥이 돌이나 자갈인 곳에 서식

•성   장 : 부화 후 체장 3cm 되면 바다로 내려가고, 7cm 내외가

되면 주로 3~6월경에 강으로 다시 올라옴, 체장은

약 30cm, 수명은 1년

•산   란 : 산란기는 9~11월로서 이 시기가 되면 성어는

하류로 내려가 수심 40~80m되는 바닥에 직경

10cm 내외의 둥근 웅덩이를 만들고, 그 속에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둠, 산란기에는 추성과 혼인색을

나타내며 거의 몸 전체에 돌기가 생겨 꺼칠꺼칠해짐

•식   성 : 어릴 때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지만 강으로

올라오게 되면 돌에 붙어있는 규착규조류를 주로

섭식

연근해 내수면

•몸은 약간 측편되었고 긺

•머리는 큰 편이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 입은 주둥이 끝에

열리며 입이 커서 상악과 후단부가 눈의 후연까지 이름

•등지느러미는 몸의 거의 중앙에 있고 뒷지느러미는  앞부분의

기조가 약간 길어 가장자리가 오목하게 파여 존재

•측선은 완전하여 거의 직선으로 이어짐

•상악의 전단 아래에는 밑으로 향하는 돌기가 있고, 하악의

전단에는 1쌍의 사마귀 돌기가 있으며, 하악과 상악에는

이빨이 빗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음

•꼬리지느러미 후연은 둘로 갈라져 있음

•등쪽은 회갈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며 모든 지느러미는

반문이 없으며 거의 투명,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체색이

검어지며 체측 하단부와 새개부 하단에 붉은색의 띠가 선명

하고 지느러미는 황색, 비늘은 원린으로 산란기에 수컷은

비늘 표면에 돌기가 밀생하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기조에도 돌기가 나타남, 암컷의 뒷지느러미의 모양은

전반부가 돌출되어 만곡이 심하고, 수컷은 완만

•분   포 : 울릉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연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분포하지만 수질 오염과 개발

등으로 서식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음

•성   장 : 전장 20~30cm

•산   란 : 부화 직후, 어린 은어는 바로 연안으로 내려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하면서 성장하여 월동, 3~4월의

수온이 13~16℃가 되면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때 어린 은어는 전장 50~60mm,

바닥에 자갈이나 바위가 깔려 있는 곳에 도달하면

세력권을 형성하고 정착하면서 그 곳에 부터 있는

규조류와 녹조류 등을 먹으면서 성장, 상류로

올라가던 9~10월의 산란기가 되면, 방향을

바꾸어 하류로 내려오다가 하구 가까이의 담수역

여울에서 산란장을 만들어 산란 방정, 이러한 산란

행동이 끝나면 암수 모두 죽음

10

은어 ▪학명 : Plecoglossus altivelis
▪영명 : Ayu

Osmeriformes(바다빙어목) Osmeridae(바다빙어과)

▪일명 : アユ(Ayu)

Order(목) Family(과)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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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탑형, 나층은 태각과 상층이 닳아 엷어지고 보통 3~4층만 존재

•각 나층은 불룩하지 않고 봉합은 선명하지만 깊지 않아 옆면이 거의 직선, 체층을 비롯한 각 나층에는 가늘고 뚜렷한

나륵이 균일하게 나 있는데 체층에는 11~15줄 정도 존재

•종륵은 가늘게 나 있지만 나륵처럼 뚜렷하지 못하고 약하게 나륵과 교차

•각구는 난원형, 축순 앞 끝은 아래로 늘어져 있음

•패각은 적갈색 각피에 덮여 있고 각구 내면은 회백색

•태아는 작고 500개 정도라 하며 페디스토마의 중간 숙주가 됨

•각 나층에는 가느다란 나륵이 균일

•분   포 : 우리나라, 일본(훗카이도 이남), 대만, 중국

•서식지 : 하천, 호수, 연못 등에 서식

•성   장 : 각고 28.1mm, 각폭 11.1mm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1

다슬기 ▪학명 : Semisulcospira libertina
▪영명 : Melania snail

Mesogastropoda(중복족목) Pleuroceridae(다슬기과)

▪일명 : カワニナ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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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머리는 위아래로 몹시 납작하고 뒤쪽은 옆으로 납작하며, 성장함에 따라 몸이 길어짐

•입은 주둥이 끝에 있으며 비늘은 없음, 입가에는 4쌍의 수염이 있으며 비교적 짧아 가장 긴 상악의 수염은 눈의

뒷부분까지 닿음

•눈은 작으며 머리의 중앙보다 앞쪽에 있고, 하악은 상악보다 짧음

•측선은 완전하고 체측 중앙보다 약간 등쪽을 직선으로 달림

•가슴지느러미 가시는 강하고 그 바깥쪽에는 톱니 모양의 거치가 없이 매끄럽지만 그 안쪽에는 12~18개의 톱니 모양의

거치가 존재

•등지느러미는 배지느러미보다 훨씬 앞쪽에 있으며 가시에는 톱니 모양의 거치가 없고, 꼬리지느러미의 후연 중앙은

안쪽으로 얕게 파여서 갈라져 있음

•몸은 약간 검은 황갈색으로 등쪽이 복부보다 약간 진하며, 작은 반점이 산재하나 죽으면 이와 같은 반점은 모두 사라짐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바깥쪽이 짙고, 꼬리지느러미의 가장자리는 연한 색

•분   포 :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 한강, 금강, 대동강, 압록강에 서식하며 국외에서는 중국에 분포, 한편

낙동강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분포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이입으로 추정

•서식지 : 하천 중·하류의 바닥에 모래와 진흙이 깔린 곳에서 서식

•성   장 : 전장 15~20cm

•산   란 :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되지만 산란 습성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음, 전장 30cm내외의 어린 것은 몸의

형태가 성어와 거의 같으나 가슴지느러미 가시의 안쪽에는 5개 내외의 톱니가 있고, 몸 전체는 진한 갈색을

보이며, 반문은 뚜렷하지 않음,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지느러미의 뒤쪽 가장자리는 밝은 색

•식   성 : 물고기의 알, 새우류 그리고 수서곤충을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2

대농갱이 ▪학명 : Leiocassis ussuriensis
▪영명 : Ussurian bullhead

Siluriformes(메기목) Bagridae(동자개과)

▪일명 : (Hosogigi)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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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은 둥근 사각형

•이마는 앞가장자리 가운데가 오목하고 4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은 참게와 달리 뾰족하지 않음

•갑각의 옆가장자리에 눈뒷니를 포함하며 4개의 이가 존재

•갑각 윗면도 참게와 달리 덜 불룩하여 낮고 H자모양 홈이 뚜렷

•양 집게다리는 대칭이고 참게에 비해 짧음

•집게 바닥 안팎에 털다발이 있음

•분   포 : 한국, 일본, 사할린섬, 타이완, 홍콩

•서식지 : 남해와 제주도 연안으로 흘려드는 하천에 많고 내만에서도 서식, 바다(산란), 하천(성장)

•성   장 : 수컷의 갑각길이 약 63.5mm, 갑각너비 약 70mm

•산   란 : 가을철에 번식을 위하여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교미, 4~6월에 암컷이 알음 품음,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3

동남참게 ▪학명 : Eriocheir japonicus
▪영명 : Japanese mitten crab

Decapoda(십각목) Varunidae(바위게과)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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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미꾸리보다 길고 납작, 등지느러미 연조 수 6~7개, 뒷지느러미 연조 수 5개, 새파 수 19~22개, 척추골 47~49개,

입가에는 3쌍의 수염이 있는데 세 번째 수염은 눈 지름의 약 4배, 측선은 불완전하여 가슴지느러미 부근에만 나타나며,

미꾸리와 유사하나 꼬리자루에 날카로운 융기연이 뚜렷하고, 수염의 길이가 훨씬 길어 미꾸리와 잘 구분 

•분   포 : 한국, 중국, 대만

•서식지 : 우리나라 각 하천 하류의 흐름이 느린 곳

•산   란 : 산란기는 4~6월

•성   장 : 전장 20cm

•식   성 : 조류나 유기물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4

미꾸라지
(미꾸리)

▪학명 : Misgurnus mizolepis
▪영명 : Loach

Cyprinida(잉어목) Cobitidae(미꾸리과)

▪일명 : カラドジョウ

Order(목) Famil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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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크며 성장선은 굵고 뚜렷하며 규칙적, 약간 동그랗고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표면에서 광택, 두 패각을

결합시키는 인대가 발달, 앞쪽에 패각을 단단히 닫기 위한 3개의 돌기가 있으며 양 옆에는 그보다 약간 긴 돌기가 존재,

난생의 민물조개로 색, 크기 등은 지역에 따라 변이가 심한데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것은 황갈색을, 진흙 펄에서 사는

것은 흑색을 띄는 것이 많음

•분   포 : 한국, 중국, 대만

•서식지 : 한강 이남, 특히 섬진강 하구의 모래바닥, 진흙 펄

•산   란 : 산란기는 6~8월, 10~20일간의 유생기에는 물속을 부유하다가 개펄이 섞인 모래 속에 들어가 성장 

•성   장 : 패각 길이 약 2.5cm, 높이 약 2.2cm

•식   성 : 모래나 진흙 속의 유기물이나 플랑크톤, 조류 등을 걸러 섭식

형태적 특징

생태적 특징

15

기수재첩 ▪학명 : Corbicula fluminea
▪영명 : Asian clam

Veneroida(백합목) Corbicculidae(재첩과)

▪일명 : シジミ

Order(목) Family(과)

출 처 ˙원색한국패류도감(일지사, 2001)
˙한국의 민물고기(교학사, 2002)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어류대도감(교학사, 2006)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아카데미서적, 2006)
˙유용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5)
˙한·영·일 수산동식물명사전(현대해양사, 1991)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도감(구덕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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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제1조(목적)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종자방류)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방류장소 및 품종 등) ① 수산종자의 방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시설수역 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2. 내수면 : 「내수면 어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면

②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는 각 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품종 또는 그 외 품종 중 자원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 또는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한 어미 집단에서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하며,

교배지침에 의한 수정란 생산 등 산란 참여 어미 편중에 따른 후손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한다.

제4조(방류의 금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종자를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조피해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 할 경우에는「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1. 어류 전장 10㎝이상(다만, 뱀장어는 제외하며 점농어와 민어는 12cm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문치가자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다만, 전복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꼬막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오분자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6개월 이상, 뱀장어는 입식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윤영자
044-200-5530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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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수산자원관리법 제 42조의2의제2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 중 방류종자인증이 되지 않은 종자

제5조(종자방류사업의 주관기관 등) ① 종자매입방류사업의 주관기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시·도(시·군·구) 수산관련

과를 말한다.

③ <삭제>

제6조(종자방류사업의 집행 등) ① 종자방류사업의 집행은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지방비 소요액의 50%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종자방류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종자방류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예산의 10%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내수면 관련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 및

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과학원장, 공단 이사장 및 어업인 등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란 생산용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관리된 어미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방류하거나 매입방류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절차에 따르거나 방류종자인증제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방류종자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①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② 방류대상수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역으로 하되,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한다. 

1. 전복, 오분자기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할 때에는 불가사리 구제가 필요한 해역인 경우 사전에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해적 생물 구제를 한 후 방류사업을 실시할 것

2. 해조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은 피할 것

3. 수온이 7℃ 이하로 하강하였을 때에는 방류를 금지 할 것

4. 내수면 품종을 방류할 때에는 사전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외래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되, 외래어종 서식이 우려되는 수면 내의 방류는 사전에 퇴치 후 방류사업을 실시 할 것

5. 방류한 종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암반 등 방류 품종의 은신처가 존재하는 수역을 우선 고려

6. 기타 방류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방류를 제한 할 것

③ 내수면 수역에 대하여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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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당수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방류대상 수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방류효과조사 대상품종의 방류대상수역이 선정된 후 원활한 방류효과조사를 위해

방류효과조사 대상수역으로 지정하고 동일한 수역에 최소 3년간 지속적인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자방류 사업신청 등) ① 종자방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또는

업종별·지구별 단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방류장소 및 방류 품종 등을 포함한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방류실시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방류실시 전년도 12월15일까지 종자방류사업 신청서 접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도 수산종자관리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방류대상수역 결정전에 방류 대상수역 관할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로부터

방류대상수역에 대해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등에 의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확약서(별첨 15)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행 확약서 제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수역에 대해 다음해부터 3년간 방류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방류 품종 및 해역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별

방류 품종 및 해역 선정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의 조정)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 생태계보전, 시험방류 등을 이유로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된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외에 예외적으로 방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입찰지연으로 인한 조정은 제외한다. 

제10조(종자생산 확인(자가생산 확인)) ①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종자 종류별 확인시기별로 확인기간 종료 7일전까지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별첨4)를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시·도 내수면연구소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5, 이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종자생산자가 종자생산 후 자가생산 확인과정 중에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생산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종자생산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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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을 위해 친어구입 또는 수정란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등) 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관내 종자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신청(별첨 4)을 받은 경우에는 종자생산자단체(별첨 8) 등에 통보하여 희망할 때에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어미 사육 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7일이 내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시·도지사는 종자생산자

단체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입회인이 경쟁업체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뱀장어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산 종자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자 구입 여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해서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종자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단순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2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을 위한 확인·지도) ①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종자생산자에 대하여 우량종자 납품을 위한 확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협조를 요청받은 어업인 및 종자생산자단체는 시·도

관할지역의 업체별 종자생산량 및 보유현황, 건강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종자품종의 특성상 이동이 용이한 경우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자가종자생산 확인을 위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확인·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본인소유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이동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 사육 시 이동할 시․도 담당기관과 최종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기관에

대해 협의 후 이동할 종자의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제한 및 반납)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종자생산자단체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종자가 폐사되거나 양식장에 판매하는 등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종자생산 납품 물량 변동 및 실적 보고 등)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 물량 변동 및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 그 증빙서류와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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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15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입찰에 참가 가능한 종자생산자의 물량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 ① 시·도지사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도)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의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③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종자방류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성화 훈련시설(해상가두리에서

종자양성시설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방류품종 중 부화 이후부터 종자까지 사육기간이 짧고 변태(變態) 과정에서 대량폐사가

발생하는 갑각류(보리새우, 꽃게, 대하, 물렁가시 붉은새우, 왕밤송이게, 동남참게)의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5조제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류물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침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18호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의2(방류종자인증 대상품목 입찰)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유전자다양성이 확보된 종자 생산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입찰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전 검수 시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 이후 7일 이내 집행기관인 시·군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시·도지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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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정 방류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9)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

수준으로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계약 물량에 대비 납품 물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물량 확보를 위해 인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하거나 제4항과 같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납품계약) 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③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별첨 5)”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별첨 11,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제17조(사전 현지 확인) ① 시·도지사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별첨 1)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미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시·도지사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별첨 9)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뱀장어는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담담공무원이 봉인한 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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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 ① 시·도지사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별첨 10)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류품종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첨 13”과 같다.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은 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 별첨 11)를 검사 의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⑤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검사신청 기관은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 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사육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사육물량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⑦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첨 12)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완료 물량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장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 방류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별첨 2)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 5)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종자검수) ① 시·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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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자의 검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자로써 합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은 중량을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별첨 2-1, 2-

2)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⑥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도(해당 시·군·구 포함), 시·도립 수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종자 검수 시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 품종에 대해 수산종자방류효과

조사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여 94% 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4). 

제20조(운송 및 방류) ① 종자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된 시·군 및 당해 어촌계에서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자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자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만의 얕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전복·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종자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수자 및 방류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별첨 2~3)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납품검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효과조사)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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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 조사 해역·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1. 방류종자의 이동 및 성장 등의 파악을 위한 방류종자 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2.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 혼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3. 방류어종별 유전적 조성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지역집단의

영향 등의 파악을 위한 유전학적 조사 

4. 종자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5.  기타 종자방류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류효과 제고에 필요한 조사 

④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효과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집행지침에 의한 계약조건을 부여할 경우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방류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종자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자가 종자생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계약이 체결된 후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산종자관리사업 집행기관은 종자방류 후 그 결과를 해당 종자의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①「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재원이나 순수지방비, 「수산자원관리법」제43조에 의한 민간인,

민간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등 종자방류 주관 또는 집행기관에서는 당해년도 종자방류사업 계획 및 전년도 종자방류사업

실적을 당년 3월 이내(단,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2.10까지)에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

or.kr)에 입력하고 공단 이사장에 통보 하여야하며, 당해연도 종자방류 실적은 익년도 3월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④ 종자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입회자 등 외부 민간인이 자문이나 국가업무에 조력을 한 경우 각 지자체는

필요시 계상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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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류품종

구 분 방  류  품  종
합 계 65 종

해  면(50종)

•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 동해안 : 참가리비, 강도다리,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물렁가시붉은새우, 명태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가숭어,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박대
• 남해안 : 보리새우, 꽃게, 왕우럭, 꼬막, 참조기, 민어, 대하,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 제주해역 : 자바리, 오분자기, 참조기

* 주꾸미, 명태, 박대, 가리맛조개의 경우 시범방류 품종으로 5년간 시행 후 방류품종으로 최종 반영 여부 결정

내수면(15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당해연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방류 실적이 없는 경우 방류대상 품종에서 제외

※ 참게(동남참게)는 하천 및 호수에 방류 하고, 다슬기 품종에 대해서는 다슬기 종자생산확인 신청서(별첨 6)에
어미확보 수계, 어획지역, 어미확보 어업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다슬기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별첨
7)에 기재된 어미확보 수계와 동일한 수계에 방류하여야 한다. 수계는 한강권(임진강 포함), 낙동강권(동해안 포함),
금강권(서해안 포함), 섬진강·영산강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계구분이 곤란할 경우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방류품종의 적정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방류한다.



4 .  2 0 1 9  수 산 종 자  관 리 사 업  지 침

139

별표 2. 종자의 크기 및 시기

■해면품종(50종)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1 전복 각장 4.0㎝ 이상 3 ~ 6월, 10 ~ 11월 단, 제주도는 

3∼6월, 10∼12월
2 넙치 전장 6.0㎝ 이상 5 ~ 7월
3 자주복 전장 5.0㎝ 이상 9 ~ 10월
4 해삼(홍해삼) 체중 1.0g∼7.0g 3∼6월, 9 ~ 12월
5 쥐노래미 전장 5.0㎝ 이상 3 ~ 6월
6 쥐치 전장 4.0㎝ 이상 5 ~ 10월
7 말쥐치 전장 5.0㎝ 이상 3 ~ 10월
8 볼락 전장 5.0㎝ 이상 4 ~ 8월
9 황점볼락 전장 5.0㎝ 이상 4 ~ 8월

10 조피볼락 전장 6.0㎝ 이상 6 ~ 10월
11 쏨뱅이 전장 5.0㎝ 이상 6 ~ 11월
12 붉은쏨뱅이 전장 5.0㎝ 이상 6 ~ 12월
13 돌돔 전장 5.0㎝ 이상 5 ~ 10월
14 참돔 전장 5.0㎝ 이상 5 ~ 10월
15 감성돔 전장 5.0㎝ 이상 5 ~ 10월
16 문치가자미 전장 4.0㎝ 이상 4 ~ 9월
17 돌가자미 전장 4.0㎝ 이상 4 ~ 9월
18 농어 전장 6.0㎝ 이상 6 ~ 10월
19 점농어 전장 6.0㎝ 이상 3 ~ 6월
20 능성어 전장 5.0㎝ 이상 8 ~ 10월
21 대구 전장 3.0㎝ 이상 2 ~ 5월
22 비단가리비 각장 2.0㎝ 이상 9 ~ 11월
23 참가리비 각장 2.0㎝ 이상 10 ~ 12월
24 강도다리 전장 6.0㎝ 이상 6 ~ 11월
25 황복 전장 5.0㎝ 이상 6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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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26 대하 전장 1.2㎝ 이상 5 ~ 7월
27 보리새우 전장 1.2㎝ 이상 8 ~ 11월
28 가숭어 전장 6.0㎝ 이상 6 ~ 8월
29 민어 전장 6.0㎝ 이상 4 ~ 6월, 10 ~ 12월
30 꽃게 전갑폭 1.0㎝ 이상 5 ~ 10월
31 참조기 전장 5.0㎝ 이상 5 ~ 10월
32 오분자기 각장 2.0㎝ 이상 3 ~ 6월, 10 ~ 11월
33 개조개 각장 0.6㎝ 이상 3 ~ 6월, 9 ~ 11월
34 개볼락 전장 5.0㎝ 이상 6 ~ 9월
35 자바리 전장 5.0㎝ 이상 8 ~ 11월
36 개량조개 각장 1.0㎝이상 4 ~ 6월, 9 ~ 12월
37 북방대합 각장 1.0㎝ 이상 4 ~ 6월, 9 ~ 12월
38 뚝지 전장 1.5㎝ 이상 2 ~ 4월
39 왕우럭 각장 0.6㎝ 이상 3 ~ 5월, 10 ~ 11월
40 꼬막 각장 1.0㎝ 이상 5 ~ 10월
41 왕밤송이게(털게) 전갑폭 0.7cm 이상 3 ~ 5월
42 민꽃게 전갑폭 1.0㎝ 이상 5 ~ 10월
43 바윗털갯지렁이 체중 0.01g 이상 8 ~ 10월
44 짱뚱어 전장 2.0㎝ 이상 8 ~ 9월
45 물렁가시붉은새우 전장 1.5㎝ 이상 5 ~ 6월, 11월~2월
46 백합 각장 0.5㎝ 이상 5 ~ 6월, 9 ~ 11월
47 주꾸미 전장 0.5㎝ 이상 6 ~ 7월
48 박대 전장 4.0㎝ 이상 9 ~ 11월
49 가리맛조개 전장 1.0cm이상 3~6월
50 명태 전장 2.2cm이상 12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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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품종(15종)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1 참  게 전갑폭 0.7cm 이상 5 ~ 7월
2 잉  어 전장 6.0cm 이상 5 ~ 10월
3 동자개 전장 4.0cm 이상 5 ~ 9월 단, 충북도는 3～9월
4 붕  어 전장 4.0cm 이상 5 ~ 10월
5 메  기 전장 6.0cm 이상 5 ~ 9월
6 쏘가리 전장 3.0cm이상 6 ~ 10월
7 꺽  지 전장 3.0cm 이상 8 ~ 10월
8 뱀장어 전장 10.0cm 이상 3 ~ 7월
9 자  라 각장 2.5cm 이상 8 ~ 9월

10 은  어 전장 5.0cm 이상 3 ~ 7월
11 다슬기 각고 0.7cm 이상 4 ~ 11월
12 대농갱이 전장 5.0㎝ 이상 5 ~ 10월 단, 충북도는 3～10월
13 동남참게 전갑폭 0.7㎝ 이상 5 ~ 7월
14 미꾸라지(미꾸리) 전장 4.0㎝ 이상 6 ~ 8월
15 기수재첩 각장 5.0㎜ 이상 4 ~ 6월, 9 ~ 11월

■ 내수면 기타품종은 시·도지사가 종자생산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함

■ 크기의 기준편차

-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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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확인 시기종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인공종자 부화 이후 20일 이내 부화 이후 30~60일 이내

예외

갑각류(참게, 동남참게 제외) 친어확보 후 
부화 이후 7일 전후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돌돔, 쥐치류, 뚝지 부화 이후 60일 이내 2차 확인 생략할 수 있음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부화 이후 150일 이내 2차 확인 생략할 수 있음

내수면 품종
부화 이후 30일 이내

(참게, 동남참게, 쏘가리
품종은 부화 후 20일 이내)

방류평균 크기가 
80%이상 도달 시
(단, 다슬기는 각고
4~5mm일 때 확인)

해삼 부화 이후 30일 이내 채묘 이후 60일 이내 채묘 이후 100~130일 사이

전복 부화 이후 30~40일경 부화 이후 100~150일 사이
2년산 전복치패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3차 확인
단, 제주도는 부화 이후

300~320일 사이
오분자기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90~100일 사이 부화 이후 150~180일 사이

백합, 개조개, 왕우럭 부화 이후 60일경 부화 이후 90일경
바윗털갯지렁이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100일 이내
뱀장어 입식 이후 30일 이내

* 단, 성장이 빠른 메기는 시․도 수산 지도․담당기관장이 1차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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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전현지확인

○품 종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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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

검수조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              kg)

○1차 : 

○2차 : 

○3차 :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첨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위 성명 (인)

2차 소속 직위 성명 (인)

3차 소속 직위 성명 (인)

차수
종  묘 검  수 마리당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cm g ~    g g 마리 g cm

· cm~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cm g ~    g g 30마리 g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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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2>

종자검수대장( 00 차)

순서 중량(kg, cm) 누계 순서 중량(kg, cm) 누계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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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입 회 조 서

○방류품종 : 

○방류해역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당초 계약서 대로 ○○해역에 방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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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1. 양식장 개요

2. 친어 확보 

3. 종자생산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식장 대표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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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  개소,    사육지 :     ㎡  개소,    치어사육지 :     ㎡   개소

1. 양식장 개요

어 종 명 친 어 수 수조수(   ㎡) 친 어 상 태 비     고

2. 친어 사육실태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어 종 명 부화일자
치어보유수

(추정)
치어크기 치어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4. 종자확인자 :  ○○○수산사무소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산사무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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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1. 양식장 개요

종 명 어미수
어미

확보수계
어획지역

어미확보
어업인

친어구입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어 종 명 부화일 치패보유 수 비     고

3. 종자생산

2. 어미 확보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양식장 대표      ○○○(인)

<별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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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2. 어미 사육실태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종 명 부화일자
치패보유수

(추정)
치패크기 치패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종 명 어미수 수조수(   ㎡) 어 미 상 태 어미확보수계 비 고

4. 종자확인자 :  ○○○수산사무소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산사무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별첨 7>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  개소,    사육지 :     ㎡  개소,    치어사육지 :     ㎡   개소

1. 양식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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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산자단체 현황

<별첨 8>

단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사)한국수산종자

산업협회
경남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364번길 135-3

전화 : 055)863-2178

팩스 : 02)6455-5550

(사)한국해삼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도2동 남광 북1길 45 (이도2동)
전화 : 064)755-5335

팩스 : 064)757-9107

(사)한국전복종자협회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29-23
전화 : 061)553-8870

팩스 : 061)553-8874

(사)한국내수면

양식단체연합회
대전 서구 문정로 2번길 33 스위트빌 2차 204호

전화 : 042)485-5121

팩스 : 042)485-5120

(사)패류인공종자협회 경남 거제시 둔덕면 내평4길 82
전화 : 055)638-2337

팩스 : 055)63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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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기  관 주  소 담  당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216

전화 : 051)720-3043

팩스 : 051)720-3039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1194
전화 : 033)660-8601

팩스 : 033)661-8515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 14

전화 : 032)745-0742

팩스 : 032)745-0619

남해수산연구소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전화 : 061)690-8985

팩스 : 061)685-9073

제주수산연구소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길 6
전화 : 064)750-4351

팩스 : 064)743-5883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25길 55

전화 : 055)540-2770

팩스 : 055)546-6292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

일주로 397-68

전화 : 055)640-4772

팩스 : 055)641-2036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전화 : 031)8008-8356

팩스 : 031)773-8359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40 2층

전화 : 055)254-3563

팩스 : 055)254-3519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전화 : 054)244-8832

팩스 : 054)242-1641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남부지부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전화 : 061)550-0615

팩스 : 061)552-0066

해양수산기술원

동부지부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 : 061)655-2141

팩스 : 061)654-2155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전화 : 063)290-6945

팩스 : 063)290-6949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충남 서산시 잠흥 2길 68

전화 : 041)635-7875

팩스 : 041)663-06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292

전화 : 064)710-8516

팩스 : 064)710-8489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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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 종 개체수,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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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시·도지사)

검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검사 의뢰

(검사신청서 및 시료제출)
신청서접수

검사 실시

결과판정·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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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육안 관찰

그 밖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종합의견

검사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검사기관 : ○○○○○기관/센터 (연락처 : ○○○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 인

<별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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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                        )

검사기관 증명발급일

양식장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

검사

완료

확인

사항

품종

시료채취 단위시설  전체(       )            일부(       )

양식단위 식별번호

검사완료물량

(마리수)

방류

관련

사항

방류완료물량

(주관기관명, 마리수)

방류(예정)물량

(사업금액, 마리수)

방류(예정) 장소

방류(예정) 일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직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4 .  2 0 1 9  수 산 종 자  관 리 사 업  지 침

157

※ 방류품종 이외 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3>

구분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면

품종

방류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동갈돗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벵에돔, 짱뚱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마리 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불검출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불검출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불검출

내수면

품종

방류

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불검출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잉어봄바이러스병 불검출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불검출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불검출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불검출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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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 효과조사용 시료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용 시료 제출서

<별첨 14>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자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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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5>

이 행 확 약 서

○방류품종 :

○방류해역 :

○물 량 :              마리(              kg)

상상기 종자에 대하여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업무를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어촌계장 :    ○ ○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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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산자원조성 연구시설 지원사업

<별첨 16>

[ 사업개요 ]

○ 배  경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종자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도모       

○ 사업계획

- 보조금액 : 당해연도 편성액 기준(지특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1. 사업의 주요내용 및 시설

○ 우량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종자배양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축․보수․보강  

2. 사업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연구시설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연차별 시설 및 집행순기,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협의 및 자문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지구별·업종별 수협,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설한다.

○ 배양시설 및 특산종자관리시설의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생산품종에 대한 세부시설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하여도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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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관리

○ 시·도지사는 견실시공을 위해 시공현장에 공사감독관을 지명하여 감독한다.

○ 시설설계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기획재정부 등록 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지조사, 시설설계,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 검토의견 등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 시·도지사는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량과 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 내역서에 의하며, 총사업비가 내역서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부담으로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본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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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V
관계법령

1. 수산자원관리법

2. 내수면어업법

3.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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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자원관리법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6. 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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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 (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

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2(바다식목일�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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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27.]

제4조(국제협력증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국제협력사업의�내용�및�지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7.>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 수산자원의 관리·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관리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5 .  관 계 법 령  -  수 산 자 원 관 리 법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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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류�송달의�공시)�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조(서류�송달의�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7.>

제2장�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등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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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에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수립과�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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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협조)�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수산자원의�조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조(수산자원의�조사·평가의�내용�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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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수산자원의�정밀조사·평가계획의�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수산자원의�정밀조사·평가계획의�방법�및�내용)�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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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 포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제12조(어획물�등의�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조(어업활동의�범위)�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어획물�등의�조사)�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3. 3. 24.>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근해어업·연안

어업·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  관 계 법 령  -  수 산 자 원 관 리 법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

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정보화)�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海況),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揚陸量),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 어선·어구·어법의 실태자료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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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

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제3장�수산자원의�보호

제1절�포획·채취�등�제한

제14조(포획·채취금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 식 ·보 호 를  위 하 여  수 중 에  방 란 (放 卵 )된  알 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부착된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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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업금지구역)�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7조(어업의�종류별�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6조(불법어획물의�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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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4. 11. 19., 2015. 8. 11.>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불법어획물의�판매�등의�금지)�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어업인의�포획·채취의�제한)�「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포획·채취의�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제19조(휴어기의�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8조(휴어기의�설정�및�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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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절�어선·어구·어법�등�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제한)�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9조(조업척수의�제한�기준�및�방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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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삭제  <2012. 12. 18.>

제22조(어선의�사용제한)�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3조(2중�이상�자망의�사용금지�등)① 삭제  <2012. 12. 18.>

② 삭제  <2012. 12. 18.>

③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1조(2중�이상의�자망을�사용할�수�있는�해역)�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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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2. 12. 18.]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7조(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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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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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4.>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중�이상�자망의�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특정어구의�소지와�선박의�개조�등의�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작·판매�등이�허용되는�특정어구)�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9조(특정어구의�제작·판매�또는�소지)�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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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개정 2013. 3. 24.>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제25조(유해어법의�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3조(유해어법의�사용허가)�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유해어법의�사용허가�등)�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2. 24.>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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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26조(금지조항의�적용�제외) ①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22.>

1.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4조(금지조항의�적용�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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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포획·채취금지의�해제허가�신청�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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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제27조(환경친화적�어구사용)�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어구의�개발�및�사용의�확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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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어린 고기의 남획(濫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제3절�어업자협약�등

제28조(협약의�체결)�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어업자협약�사항)�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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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설립)�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

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설립�신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

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어업자협약�승인)�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승인�공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어업자협약의�승인신청)�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업자협약서 사본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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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31조(어업자협약�변경)�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어업자협약의�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어업자협약�폐지의�승인신청)�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33조(어업자협약의�준수�및�승계)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어업의�자율관리�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어업의�자율관리�지원)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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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단체(이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촌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해적생물(害敵生物)의 제거,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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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제4장�수산자원의�회복�및�조성

제1절�수산자원의�회복

제35조(수산자원의�회복을�위한�명령)�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汚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7조(수산자원의�회복을�위한�명령)�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8조(수산자원의�국외반출�및�국내반입�제한�등)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수산종자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수산자원의�이식승인�및�변경승인)�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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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산자원�이식의�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용·연구용·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 양식용·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3.>

1. 양식용 수산종자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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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간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

과학원장이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9조(멸종위기에�처한�수산자원의�보호)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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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설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 부 터  제3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어 업 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수립�및�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 17.>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해당 시·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1조(시·도�총허용어획량계획의�제출�등)�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 경 하 려 면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제 출 하 여  미 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

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에 따른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할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할당기준�등)�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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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발급)�① 시·도지사는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재발급)�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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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량의�관리)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포획·채취�실적의�보고)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揚陸)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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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 실적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포획·채취의�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부수어획량의�관리)�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부수어획량에�대한�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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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장소의�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2절�수산자원조성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6. 3., 2015. 6. 22.>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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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2조(수산종자의�부화·방류�제한)�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3조(수산종자의�부화·방류�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선발육종(選拔育種)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목개정 2016. 6. 2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생산·방류�승인기관)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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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

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5. 6.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6. 21.]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수산종자의�생산·방류를�위한�승인의�기준�및�절차)�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3.>

1. 생산·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목개정 2016. 6. 23.]

제42조의2(방류종자의�인증)�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업무의위탁)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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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6. 22.]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0.]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방류종자�인증의�예외)�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 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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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인증�대상�수산종자의�품종)�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

종자의 품종은 넙치로 한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16. 6.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4(인증기준)�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

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 6.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6. 1. 8.]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5(인증절차�등)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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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6. 1. 8.]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6. 1. 8.]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7(인증기관의�업무범위)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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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개정 2016. 6. 23.>

1. 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 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 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 1. 8.]

제43조(소하성어류의�보호와�인공부화·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

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수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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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2015. 6. 22.>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 4. 15., 2015. 6. 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

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맨손어업·나잠어업(裸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또는 혼합양식어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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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

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

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건망어업·

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

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27조(조성금의�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허가대상행위�및�허가절차�등)�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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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17.>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 6. 17.>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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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산자원의�점·사용료의�사용)�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장�수면�및�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

제46조(보호수면의�지정�및�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1조(보호수면의�지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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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 호 수 면 의  지 정 해 제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시·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7조(보호수면의�관리) ① 시장·군청·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보호수면의�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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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표시)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관리실태조사�보고서의�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지정�및�해제)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3조(관리수면�지정�유효기간의�단축�또는�연장)�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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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관리·이용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관리)�①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관리·이용�규정의�내용)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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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 3. 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지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 제4항 에  따 라  해 당  관 리 수 면 을  관 리 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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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관리수면�관리자의�지정)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관리수면의�관리·이용)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채취량 및 포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9호·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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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각종�서류의�작성·비치�등)①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지정을�위한�기초조사)�①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7조(기초조사의�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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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 12. 18.>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실태조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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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7.>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내표지판의�설치�등) ①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

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등)�①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시행할�수�있는�사업)�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허가대상행위�및�허가절차�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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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17.>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 6. 17.>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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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제53조(토지�등의�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으로�인한�손실보상)①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6장�보칙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설치·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

관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구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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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0.>

1.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5.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 어업인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5.

22., 2018. 4. 10.>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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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5.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4. 10.>

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3조의2(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의�해촉�등)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경우

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도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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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4조(위원장의�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6조(수당�등)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7조(운영세칙)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기능)�① 중앙수산자원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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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계획의 심의

3. 삭제  <2012. 12. 18.>

4. 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5.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

2.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심의

3.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

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1. 7. 25.>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流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6. 22., 2015. 8. 1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3(공단의�사업)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 11. 10.]

[제목개정 2012. 1. 13.]



5 .  관 계 법 령  -  수 산 자 원 관 리 법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7. 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본조신설 2010. 5. 17.]

[제목개정 2011. 7. 25.]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4(정부�출연금의�교부�등)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2. 1. 1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무상양여�등)�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3.>

[본조신설 2010. 11. 10.]

[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삭제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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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9로 이동  <2011. 7. 25.>]

제55조의4(대리인�선임)�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55조의5(직원의�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55조의6(업무의�지도·감독)�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55조의7(유사명칭의�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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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8(「민법」의�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55조의9(공무원의�파견)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17.]

[제55조의3에서 이동  <2011. 7. 25.>]

제56조(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직무·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자격과�직무�등)�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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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9조(조사원의�수당�지급)�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9조(청문)�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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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제60조(권한의�위임)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0조(권한의�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 1.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 11. 10.,

2011. 6. 7., 2013. 3. 23.>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3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10. 11. 10., 2013. 3. 23.>

④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 6. 17.>

3. 삭제  <2013. 6. 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6. 7., 2013. 3. 23.>

제61조(수산자원의�조성�및�회복을�위한�사업�등의�위탁) ① 행정

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7. 25.,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1조(수산자원의�조성�및�회복을�위한�사업�등의�위탁�범위)�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2014. 3.

24., 2016. 6. 21.>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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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조성�및�회복을�위한�위탁기관�지정) ① 행정

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62조(준용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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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2조(포상의�방법�및�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장�벌칙

제6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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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공작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 자

3. 삭제  <2012. 12. 18.>

4. 삭제  <2012. 12. 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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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3. 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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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68조(몰수)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

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5. 2. 3., 2015. 6. 22.>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부과)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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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1] <개정 2014.3.24> [별표 1] <개정 2019. 1. 2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Gadus macrocephalus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
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 일 부 터  7 월  31 일 까 지 (근 해 채 낚 기 어 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 간  중  갈 치 를  어 획 량 의  10퍼 센 트  미 만 으 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고등어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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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2.어류

카.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
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강원도에 한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 명태 Theragra chalcogramm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
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 (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
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
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
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4.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
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해조류

가. 개다시마 Kjellmaniella crassifolia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검둥감태 Ecklonia cava
Ecklonia kurome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 곰피 Ecklonia stolonifer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Eisenia bicycli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 (진도박,먹도박) Grateloupia spp.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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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5.해조류

사.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Gelidium amans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톳 Hizikia fusiformis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그밖의
수산자원

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낙지 Octopus minor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라.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1.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부도 1]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가.거. 나.

다.하.
타.

파.

카.

차.
자.

아.
사.

바.

마.

라.
38°00′

37°30′

125°00′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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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9. 1. 22.>[부도 2] 삭제 <2012.1.13>

[부도 3]

37°00′

36°30′

36°00′

130°00′129°30′

죽변항

후포항
왕돌초

축산항

강구항

구룡포항

감포항

가.

다. 라.

나.

가.

다. 라.

나.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Pagrus major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센티미터 이하
타. 삭제 <2019. 1. 22.>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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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류

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18센티미터 이하
커.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40센티미터 이하

2.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센티미터 이하

3.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diversicolor aquatilis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

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4. 기타

가. 대문어 Octopus dofleini 4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 당  체 장 의  살 오 징 어 를  20퍼 센 트  미 만 으 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부도] <개정 2016.2.3.>

[ 어류 ]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전    장

  

   

  

나가

                

               

                            

               

    

항문장

항문

  

   

  

가 나

                

               

                            

               

    

  

   

 

체반폭

 

가 나

[ 갑각류 ]

                

               

                            

               

    

두흥갑장

  

   

  

가

나

                

               

                            

               

    

두흥갑장

  

   

  

가 나

[ 패류 ]

                

               

                            

               

    

  

각   장

  

나가

                

               

                            

               

    

각  고

   

  

나

가

[ 성게 ] [ 오징어류 ]

                

               

                            

               

    

  

   

각 경가 나 

                

               

                            

               

    

  

   

 

외투장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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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4.3.24>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3의2] <신설 2014.3.24>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高頂),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正西)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7도59분52초

2. 북위34도13분15초 동경127도59분52초

3. 북위34도01분01초 동경127도36분34초

4.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7도08분10초

5. 북위33도13분00초 동경126도56분20초

6. 북위33도05분00초 동경126도34분20초

7. 북위33도03분30초 동경126도13분30초

8. 북위33도19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9. 북위34도04분29초 동경125도05분01초

10. 북위34도41분11초 동경125도03분21초

11. 북위37도58분07초 동경124도36분35초

12. 북위39도48분12초 동경124도11분12초

13. 북위39도49분27초 동경124도08분56초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 함경북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 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2. 함경북도 경성군 어즉단에서 함경북도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3.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명천군 강면 이도 동쪽 끝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영대봉 남동 1해리의점, 함경남도 이원군 남도 고정 남동 2해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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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1.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옹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만384미터의 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만1천310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만1천119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만2천972미터의 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 2만2천237미터의 점 및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함경남도 이원군 황단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영어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함흥군 외양도단 남동 3해리의 점, 그 점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에 이르는 선의 교회점 및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을 거쳐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옹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정동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군도 횡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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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1.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쪽 끝, 영덕군 강구면 강구 등대 90도 9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청하면

작도 동쪽 끝 90도 1만1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북동쪽 끝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남동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3.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암초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이서리 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한산면 외부지도 남쪽 끝, 한산면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주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용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남면 금오도 원포남군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녹동 쌍충동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장흥군 관산면 선자리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광도·평도·소평도·순도·선죽도·거문도·초도·대삼부도, 완도군 금일면

원도·장도·황제도·덕우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여단도·대제도·소제도,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넙도, 진도군 조도·면관매도·득거도·동거차도·서거차도·만재도, 신안군

흑산면 상죽도·하죽도·승도·다물도·대둔도·가도·대흑산도·영산도·대장도·홍도·단어도·

삼태도·소흑산도 거안 각 1천미터 이내의 해역

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끝 277도

3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단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망월산정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죽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서북쪽 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 동북쪽 끝, 태안군 안면면 나치도 북쪽 끝,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서쪽 끝, 태안군 원북면 안도등대,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용지 서쪽끝,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동쪽 끝과 당진군 석문면 석문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북쪽 끝, 북제주군 제주시 추자면 다무래미도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다무래미도 북쪽 끝, 추자면 수령도 서남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수령도 동쪽 끝, 추자면

추포도 남쪽 끝, 추자면 흑검도 서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흑검도 동쪽 끝, 추자면 우두도 서남돌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북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하추자도 서쪽 끝, 추자면 상추자도 동남돌각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부도 1부터 부도 8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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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부  산

다대동

영도

목도

목도남단의 점

영도등대에서 160°
3,000m 점

광계미에서 90°
3,000m 점

사절리

광계미

대변리

대송도

대송미에서 110°
2,000m 점

울기등대에서 110°
2,000m 점

경계와 해안선
교차점에서 100°
2,500m 점

울기등대

신명리

경상북도 및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

울
산
만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1]

축산동북단의 점

강구등대에서 90°
9,000m의 점

작도동단 90°
11,000m의 점

장기등대

강구등대

수증미
작도

영일만

구룡포북동단의 점

계원리남동단의 점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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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종지미 끝
능고선남단
2,000m의 점

원포남단 235°
2,000m의 점

죽암 250°
2,000m의 점

소룡단 140°
2,000m의 점

2000
금석도

금도
남열리

내라로도

외라로도

원포

등대

3000
안도

배다서
90° 배다서동단 90°

3,000m의 점

방죽포끝 94°
5,000m의 점

계동 94°

2000

방죽포5000돌산도

송도

가막양

가천리

남해도

여수반도

낙포묘도
광양만

문  자  만

소
리
도

고흥반도

180°

180°

180°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3]

진주만

창선도

남해도

가천도

180°

가천미에서 180°
2,000m의 점 호도남단에서 180°

2,000m의 점

가오도리서리미말에서 160°
2,000m의 점

등대에서 90°
2,000m의 점

양지암대에서 90°
4,000m의 점

2000 호도

남파정미
두미도

촌지도 연화도

외미지도
남단의 점

가오도
가오도미납다의 점

매물도

양지암대

거 제 도

방산각
외미지도

미근도
추도

잠도
하도

상도

승월만

사양도

수우도

미륵도

진해만

두
미
도
북
단
의
 점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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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강도

대장도

대흑산도

하죽도

상죽도

영산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대국屹도

소흑산도

만도

국도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5]

장도

소초도

신지도

고금도

노력도

울산면

대덕도

관금도

충도
평일도

시산도

평도

광도

소평도

무학도

고흥반도

생일도

덕우도

조도
성남도

원도
선죽도

장도 초도

거문도

서도북단 0°
5000m의 점

서도서북단 250°
2500m의 점

송이 277°
3000m의 점

동굴서끝 255°
5000m의 점

동도북단 50°
2500m의 점

동도다랭이끝 85°
5000m의 점

서도

동도

도단도

청산도
대초도

불죽도

추포도

상추자도

추자도
우두도

자지도

소안도

남길도

노화도

동거차도

하조도

상조도

진도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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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7]

고대도

대길산도

소화사도

연도남단의 점
죽도

죽도남단의 점

망월산정의 점

개야도

장구만

장항읍

장포리

신장포

대천리대천만

송도

원산도

노자도

외장절도외파수도

내파수도

라치도북단의 점

지채도

삼도

거아도

마도

현선도서단의 점

현선도

남해도

몽신리

적돌강

안면도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8]

안도등대의 점

안도

만대단

만금도

고도

대란지도
저서단의 점

감도

대란지도

상동유도

승

입파도

초낙도

덕암포

원릉

신덕리 신흥동

남항동

오   룡   동

직돌강

마도

현선도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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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4.3.24>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60톤 미만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나목에 따른 해역과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바깥 쪽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3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2)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3)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4)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5)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6)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08분00초

9) 북위36도48분40초 동경126도01분00초

10)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11)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12) 북위36도15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13) 북위36도14분00초 동경126도17분50초

14) 북위36도18분00초 동경126도21분00초

15) 북위36도05분00초 동경126도27분00초

16)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23분50초

17)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18분50초

18) 북위35도51분30초 동경126도17분52초

19) 북위35도47분59초 동경126도22분00초

20) 북위35도35분39초 동경126도14분07초

21) 북위35도06분16초 동경125도58분40초

22) 북위34도56분41초 동경125도57분15초

23)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5도52분25초

24) 북위34도39분12초 동경125도53분56초

25) 북위34도20분48초 동경125도53분52초

26) 북위34도15분55초 동경125도58분46초

27) 북위34도13분08초 동경126도02분14초

28) 북위34도14분46초 동경126도19분45초

29) 북위34도06분53초 동경126도30분39초

30) 북위34도05분34초 동경126도36분09초

31) 북위34도08분52초 동경126도54분29초

32) 북위34도21분52초 동경127도30분41초

33) 북위34도27분49초 동경127도48분16초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2) 북위37도19분36초 동경126도22분24초

3)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2분24초

4)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5) 북위37도08분24초 동경126도30분00초

6) 북위37도07분14초 동경126도22분36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9)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10)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11)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 비고: 부도 1(가목) 및 부도 1의2(나목) 참조

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9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라진말 135도 3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등대 135도 3천미터의 점

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말 180도 3천미터의 점

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취 90도 3천미터의 점

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아.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천리 가천도 남단 160도 2천미터의 점

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리 가오도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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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남단 180도 1천미터의 점

카.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외부지도 남단

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추도 남단

파.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대지리 마안도 동단 90도 3천미터의 점

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목과도

거.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호도 남단

너.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180도 150미터의 점

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 비고: 부도 2(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부도 2의2(바목부터 더목까지) 참조

3.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60톤 이상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 중 가목과 나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간에 근해안강망 5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북위33도14분54초 동경126도12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9도의 연장선 

나. 북위33도21분50초 동경126도11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99도의 연장선

다. 북위33도30분40초 동경126도2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33도의 연장선 

라. 북위33도32분30초 동경126도3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58도의 연장선

마.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6도50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도의 연장선

바. 북위33도31분18초 동경126도54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48도의 연장선

※ 비고: 부도 3 참조

[부도 1]

인천

덕적도

서산

충청남도

군산

밀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역수

금오도

청산도

목포

진도

매물도

가거도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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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의2]

강화도

인천

덕적도

가덕도 대 신

대부도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신명리

울기등대의 점

울
기
등
대

대송리

라진말

대랑도

부산다대동

영도

등대

신도몰운말

몰운말 180°

3,000m의 점

영도등대 135°

3,000m의 점

라진말 135°

3,000m의 점

대송리 90°

2,000m의 점

가덕도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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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의2]  

진 해 만고성

이근도사량도

삼 천 포

상도
수우도

하도
창     선

마안도 마안도동단의 점

추도남단의 점

위곡
해남도

가천말

가천말 180°

 90° 3,000m의 점

비진도 남단 180°
1,000m의 점

가친도 남단 160°
2,000m의 점

서이말 90°
2,000m의 점

앙지앙배 90°
3,000m의 점

가오도남단의 점

50m의 점

호도

호도남단의 점
욕지도

외부지도
남단

가오도

연대도추도

거제도

앙지앙배

지심도

목과도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3]  

제주

애월

한림

모슬포
화순 서귀포

성산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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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14.3.24>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1. 부산광역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나. 서구 두도 북쪽 끝

다. 서구 두도 남쪽 끝

라.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마.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바. 사하구 다대동 몰운 말단

2.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장목면 농소리 섬암말

나. 장목면 관포리 격도 동쪽 끝

다. 장목면 이수도 동쪽 끝

라. 능포동 양지암말

마. 일운면 옥림리 동북쪽 끝 사이의 돌단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쪽 끝

3.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부면 수산리 남쪽 끝

나. 남부면 도장포 북쪽 끝

4.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연초면 열녀산등말 서북쪽 끝 

나. 사등면 사곡리 서북쪽 끝

5. 경상남도 통영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해역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2) 도산면 수월리 마장도 북쪽 끝

3) 도산면 함박 북쪽 끝

4) 도산면 수월리 서단말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남망산돌각

2) 도남동 북쪽 끝

다.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남쪽 끝

2) 도산면 잠포 서쪽 끝

6.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나. 고성군 하일면 안도 남쪽 끝

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율도말

7.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창선면 장포돌단

나. 삼동면 마암도 동쪽 끝

다. 삼동면 미조리 동파정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말

8. 경상남도 고성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해면 내산리 일암말

나. 동해면 용정리 포도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다. 동해면 용정리 송산말에서 130도 1천미터의 점

라.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에서 160도 1천미터의 점

마.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

9.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갈모개 남쪽 끝 돌단

나. 사천시 신수도 남쪽 끝

다.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동북쪽 끝

10.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광계말에서90도 2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1.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북서쪽 끝(평산등대)

나.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 등대

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

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에서 103도 8천4백미터의 점

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에서 90도 4천5백미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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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과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리 소유마을 동쪽 끝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과 6천4백미터의 점

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끝 돌각(소리도 등대)

아.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서남쪽 끝 돌각(죽암각)

자.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리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차.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카.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

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 동쪽 끝

파.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외나로도) 최남단

하.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시산도 북쪽 끝

거.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량도 남쪽 끝

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덕우도 남쪽 끝

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장도 남쪽 끝

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큰개머리 동남돌각

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버.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쪽 끝

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

처.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각 점

1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서북쪽 끝 

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 서돌단의 점

13. 전라남도 여수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에서 290도 2천미터의 점

나. 삼산면 서도 송말 끝에서 277도 2천미터의 점

다.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에서 225도 2천미터의 점

라.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에서 160도 2천미터의 점

마. 삼산면 서도 다랭이 끝에서 85도 2천미터의 점

사.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에서 50도 2천미터의 점

아. 삼산면 서도 북쪽 끝에서 0도 2천미터의 점

14. 전라남도 신안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흑산면 대흑산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나. 흑산면 영산도 동쪽 끝에서 130도 2천미터의 점

다. 흑산면 영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라. 흑산면 대흑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마. 흑산면 대흑산도 서남쪽 끝에서 210도 2천미터의 점

바. 흑산면 대장도 서쪽 끝에서 270도 2천미터의 점

사. 흑산면 호장도 북쪽 끝에서 305도 2천미터의 점

아. 흑산면 승도 북쪽 끝에서 315도 2천미터의 점

자. 흑산면 하죽도 북쪽 끝에서 45도 2천미터의 점

차. 흑산면 대둔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15.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의 점

나. 북위35도38분45초 동경129도27분51초

다. 북위35도37분58초 동경129도27분51초

라. 북위35도34분00초 동경129도28분43초

마. 북위35도32분03초 동경129도27분17초

바. 북위35도29분27초 동경129도27분06초

사. 울기등대 외측 대왕암 끝단의 점

※ 비고: 부도 1(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부도 2(제1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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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S=1 : 650,000

대흑산도

진도

하조도

보길도
노화도

신지도

완도 고금도

조약도

거금도

내나로도

돌산도

여수
남해도

거제도

가덕도

부산

경 상 남 도

진해
마산

삼천포

충무

진상도

전 라 남 도

사
량
도

미
륵
도

추자도

소안도 청산도 초도

거문도

외나로도

소리도

욕지도

목

포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미포동

장생포

당사동

울 산 광 역 시

정자항

방어진 울기

수렴말

경 상 북 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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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다음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연안측 해역

1.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2.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6분23.21초

3. 북위37도47분09.93초, 동경124도38분33.20초

4.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6분53.16초

5. 북위37도30분10.05초, 동경124도47분53.16초

6.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4도59분53.09초

7. 북위37도36분00.03초, 동경125도42분52.85초

8. 북위37도33분10.05초, 동경125도59분52.76초

9.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10. 북위37도30분10.08초, 동경126도17분52.66초

11. 북위37도12분25.20초, 동경126도11분22.71초

12. 북위37도00분10.29초, 동경126도19분52.67초

13. 북위36도45분10.39초, 동경125도59분52.78초

14. 북위36도20분10.56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5. 북위36도07분40.65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6. 북위36도04분35.67초, 동경126도26분45.66초

17.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2분59.63초

18. 북위35도56분45.73초, 동경126도31분12.64초

19. 북위35도53분20.75초, 동경126도36분32.61초

20. 북위35도47분21.79초, 동경126도37분52.61초

21. 북위35도44분35.81초, 동경126도26분52.67초

22. 북위35도26분50.93초, 동경126도25분37.68초

23. 북위35도25분25.94초, 동경126도24분59.69초

※ 비고: 부도 참조

[부도]

속초

주문진

인천

어청도

백령도

군산

목포

홍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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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신설 2014.3.24>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9호 관련)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나목에 따른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목에 따른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2)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3)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4)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5)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6)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7)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08분00초

8) 북위36도48분40초 동경126도01분00초

9)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10)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11) 북위36도15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12) 북위36도14분00초 동경126도17분50초

13) 북위36도18분00초 동경126도21분00초

14) 북위36도05분00초 동경126도27분00초

15)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23분50초

16)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18분50초

17) 북위35도51분30초 동경126도17분52초

18) 북위35도47분59초 동경126도22분00초

19)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20) 북위35도12분07초 동경126도07분26초

21) 북위35도06분03초 동경125도59분20초

22) 북위35도00분00초 동경126도05분00초

23) 북위34도47분30초 동경125도52분24초

24) 북위34도39분00초 동경125도52분24초

25) 북위34도27분46초 동경126도02분06초

26) 북위34도18분40초 동경125도56분18초

27) 북위34도13분02초 동경125도59분20초

28) 북위34도06분53초 동경126도30분39초

29) 북위34도06분40초 동경126도40분35초

30) 북위34도06분43초 동경126도40분02초

31) 북위34도17분10초 동경126도54분51초

32) 북위34도17분34초 동경127도09분47초

33) 북위34도22분52초 동경127도16분51초

34) 북위34도24분43초 동경127도29분31초

35) 북위34도25분21초 동경127도31분47초

36) 북위34도32분42초 동경127도39분33초

37) 북위34도28분36초 동경127도46분36초

38) 북위34도32분05초 동경127도50분26초

39) 북위34도41분30초 동경127도53분21초

40) 북위34도40분51초 동경128도02분44초

41) 북위34도47분42초 동경128도14분22초

42) 북위34도42분10초 동경128도27분24초

43) 북위34도41분57초 동경128도36분36초

44) 북위34도42분33초 동경128도38분48초

45) 북위34도43분46초 동경128도41분06초

46) 북위34도47분13초 동경128도44분26초

47) 북위34도59분22초 동경128도50분00초

48) 북위35도03분04초 동경129도05분31초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2) 북위35도30분00초 동경126도19분00초 

3) 북위35도30분00초 동경126도23분00초

4) 북위35도45분00초 동경126도26분00초

5) 북위35도45분00초 동경126도22분00초

6)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다.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2)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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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4)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5)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 비고: 부도 1(가목), 부도 1의2(나목) 및 부도 1의3(다목) 참조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부도 2 참조

[부도 1의2]  

신지도

고군산반도

비안도

변산

위도

고창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부도 1]  

인천

충 청 남 도 경 상 북 도

군산

전 라 북 도

경 상 남 도

전 라 남 도

목포
여수

부산

울산

가거도

서산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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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의3]  

서산

보령항

가의도

안면도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부도 2]

제주

애월

한림

모슬포
화순 서귀포

성산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도 2]

울진군

경상북도

평해리

후포항

N 36°50′10.44"

E 129°39′51.60"

N 36°37′10.53"

E 129°39′51.61"

N 36°37′10.53"

E 129°49′51.56"

N 36°50′10.44"

E 129°49′51.55"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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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삭제 <2013.12.17>

[별표 13] 삭제 <2013.12.17>

[별표 14] <개정 2016. 6. 2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구분 부과금액 비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 =
(부과금액 × 연장
받은 연수) ÷ 10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
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 실뱀
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
근해어업: 어선 톤당 5천원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
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
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수산
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헥타르당 10만원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
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은 200만원)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만원

구분 부과금액 비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
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0.1톤당 50만원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건당 500만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 6천원

※ 비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감액대상 재해피해 정도 감경률 비고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 유 가  발 생 한  날 부 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파) 30% 해당 어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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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개정 2018. 1.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4)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원·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2)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수산업용인 창고시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자동차야영장(「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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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건,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7] <개정 2016.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호 200
3.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3호 100
3의2.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4호 100

4.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5호 200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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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면어업법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

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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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이�법을�적용하는�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조(공공용�수면과�잇닿은�사유수면에서의�제한�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5조(기본계획�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4조(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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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0. 5. 17.]

[제목개정 2015. 2. 3.]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5조(어업면허�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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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4조(면허어업의�명칭�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7조(어업권�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

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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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8조(처분�시�권리·의무의�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도

같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7조(어업허가�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전문개정 2010. 6. 8.]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패류�채취용�어구)�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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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3. 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30.>

1. 손틀방류

2. 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 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

[전문개정 2010. 6. 11.]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어업의�규모�및�방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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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

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

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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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어업)�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 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는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에 게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6. 삭제  <2014. 2. 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 수 면 어 업 신 고 서 를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어업현황�파악)�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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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0. 6. 11.]

제12조(수면�이용의�협의)�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3. 21.>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협의)�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 6. 8.]

제13조(어업의�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1조(어업면허�등의�유효기간�단축�사유)�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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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

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정하는 경우"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조업수역의�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5조(내수면어업계)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정관�기재사항�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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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해산·조직·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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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16조(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2조(공익을�위한�어업의�제한�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5조(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의�결정기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종류·실태 및 규모

2.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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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 5. 17.]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의2(청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7조(보조�등)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제18조(유어질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등�제한)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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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

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6. 21.>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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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9조(유해어법의�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19조의2(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확보)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8조(어도�설치가�면제되는�댐�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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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 2 항 에  따 른  어 업  제 한 의  기 준 ·절 차  등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9조(이동통로�확보를�위한�어업�제한의�절차)�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1.]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0조(어도의�설치�기준�및�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 른  댐  외 의  인 공 구 조 물 을  설 치 하 려 는  자 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流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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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등의�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

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 5. 23.]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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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5조의3(실태조사의�시기·범위�및�방법�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 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2.]

제19조의5(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구축·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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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5. 12. 30.>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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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11. 23.]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11. 23.>]

제19조의6(어도의�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도의 관리·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5. 23.]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3조(어도설치의�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1.]

[제22조에서 이동  <2012. 11. 23.>]

제19조의7(조치명령�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

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5조의4(조치명령�등의�방법�및�절차)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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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23.]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이행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12.]

제20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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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1조의2(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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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준용)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5. 17.]

제24조(권한의�위임�및�위탁)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 5. 17.]

[제목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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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벌칙)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3.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3. 3. 22.>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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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 5. 17.]

제26조(몰수�등)�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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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1. 10.>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강원도 및 경상북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Oncorhynchus keta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만, 댐·호소
(湖沼)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만, 댐·호소
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마. 열목어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Semisulcospira spp.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아.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전국. 다만, 댐·호소는
제외한다.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만,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

2.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 섬진강: 각장(殼長) 1.2센티미터 이하
-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자. 뱀장어 Anguilla japonica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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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5.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다. 법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의2 50 70 100
라. 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마.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단위: 만원)



5 .  관 계 법 령  -  내 수 면 어 업 법수 산 종 자 방 류 사 업 가 이 드 북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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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장관리법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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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제2장�어장의�적정한�이용

제3조(어장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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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어장관리�시행계획)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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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

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

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지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령」
제4조(어장관리해역�지정�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빈산소 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전문개정 2014. 8. 12.]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어장관리해역의�지정�방법과�절차�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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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5.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6.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4.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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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8. 14.>

제6조(어장환경의�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

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장관리법�시행령」
제5조(어장환경의�조사�내용�및�방법�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2.>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업권 현황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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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제목개정 2014. 8. 12.]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구성·운영�등)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1. 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2. 패류 어장환경조사망

3. 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4. 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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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2. 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3. 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4. 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8. 14.]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구축·운영�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연구 결과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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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삭제  <2013. 8. 13.>

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수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 우  그  해 역  안 의  다 른  인 근  어 장 의  어 업 면 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

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령」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절차�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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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어장휴식)�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

(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어장관리법�시행령」
제8조(어장휴식계획의�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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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⑥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어장면적의�조정�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

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제11조(어장환경�기준의�설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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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대상�및�평가�항목�등) ① 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2. 저서(底棲)동물지수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명칭 및 위치

2. 어장환경평가의 시기 및 방법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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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장환경

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8. 14.]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따른�조치�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3.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 4등급: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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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어장의�정화와�정비

제12조(어장의�관리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

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②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2조(어장청소�등) 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

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하였거나,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9. 6. 16., 2010. 4. 20., 2014.

8. 12.>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어장청소�등) 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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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업인의�어장관리�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수립�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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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8. 1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

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정화·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실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

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

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

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등)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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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

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

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

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삭제  <2011. 12. 30.>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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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등)�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어장정화·정비업의�휴업,�재개업�또는�폐업의�신고�등)�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

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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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영업의�승계)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

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영업의�승계�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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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 2013. 3. 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0조(등록의�취소�등) ①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제47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기준�및�절차)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4장�보칙

제21조(다른�법령의�준용)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

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流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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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어장에의�출입�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 8. 13.>

1. 삭제  <2013. 8. 13.>

2. 삭제  <2013. 8. 13.>

3. 삭제  <2013. 8. 13.>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어장에의�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8. 14.>

[제목개정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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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제24조(손실보상)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권한의�위임�및�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4조(권한의�위임�및�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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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3. 8. 13.]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및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어장환경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 8. 12.]

제5장�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8조(벌칙)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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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7. 3. 21.>

제2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

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30조삭제  <2013. 8. 13.>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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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3.>

[전문개정 2010. 3. 17.]

제3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8.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④ 삭제  <2011. 11. 14.>

⑤ 삭제  <2011. 11. 14.>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부과기준�등)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전문개정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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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 8. 1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비고

1.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 <2014.8.12>

5.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구분 등록기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 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

4. 시설·장비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별표 2] <개정 2014. 8.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규정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00 200 500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4호 50 100

200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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