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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on 
fisheries economy. Even though fishery oils are tax exemption items, such increase in oil 
prices put a great amount of pressure on Korean fishing operations. Because basically the 
recent oil shock is externally given, Korean fisheries themselves have little capacity to 
cope with the disruption of  economic environments.

The research results turned out that Korean fisheries are extremely vulnerable(or 
fragile) to external shocks. In this regard, government support issues of oil costs are in 
the center of debat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direct/indirec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or subsidies would result in economic inefficiency in expense of equity. 
However, there are second best theories which may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s. 

This second best theory is translated into the constitutional law that instructs the 
government to protect and promote the primary industries including fisheries, agriculture, 
and midium/small-scale enterprises. It is apparent that the constitutional law woul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such as more active 
buy-back programs, tax exemp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deal with fisheries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external pressure such as high oil prices and international 
fishery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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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 재 국제 유가가 큰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

만 여 히 유가에 한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

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 등으로 인한 국내 

유가 상승은 어업경 에도 일  충격을 주고 있

다.1) 지난 8년간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이 지속

으로 증가함으로써 2001년 1월 한 드럼 당 

51,526원에서 2008년 3월 132,140원으로 2.6배 상

1) 재 국제 유가는 오르기 의 수 이하로 크게 하

락했지만, 격한 환율상승은 그런 유가 하락을 상

당부분 상쇄함으로써 어가가 사용하는 유가는 여

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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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 고 재 드럼 당 200,000원에 육박하고 있

다. 거의 모든 연근해 어선은 기름으로 운행되고 

생산량 1kg당 총원가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

율이 23-35%에 달하기 때문에, 수산물의 생산자 

매가격의 정체와 유류가격 상승은 연근해 어업

경 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개방화에 의한 수산물 공 의 국제 유동성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근해 수산물 가격은 지

속  정체 내지 하락추세를 보여 왔고 생산량도 

지속 으로 감소하 다. 반면, 동기간에 유류가격 

상승은 생산원가를 거의 30% 이상 상승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이는 유류가격 상승 등 외생

변수의 충격에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외생  변화이

다. 특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연근해 어선은 동

력화되어 있고 기름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외생  

유류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에 가장 

큰 충격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옥수수 등 주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으로 인한 애그 션(agflation) 상은 식량수입

국들로 하여  농업식량안보를 새롭게 인식  하

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산식량안보에 한 우

려를 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

산물의 경우, 1995년 국제해양법 약이 발효된 

이후 수산물 생산의 국제 분업화가 진 되고 있

는 데, 이는 세계  피쉬 션(fishflation)과 수

산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등 수산자원을 상 으

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수산 선진국들의 수

산물 생산 감소 상과 로벌․지역  수산자원

리 강화 추이를 보면, 해양생물의 가치가 거시  

해양생태계 보 가치로 환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오일 쇼크(oil shock)하에서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  그리고 어업인의 앞에는 FTA확산이라는 반

드시 넘어야 할 시장개방의 높은 고가 가로 놓

여 있다. 그들은 이 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

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산자원과 연안지

역을 가꾸고, 그것으로부터 부를 지속 으로 창

출하고, 국가 발 에 기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수산․어 ․어업인이 그러한 국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헌법 123조는 

국가에 어업․어 ․자조단체를 육성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의 에서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최근 

유류가격의 격한 상승이 수산업에 어떤 방향으

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차선이론

(second best theory)에 근거하여 고유가에 응

한 수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Ⅲ. 시장실패와 차선이론

1. 시장과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같은 혼합경제 하에서 경

제정책은 시장과 정부의 기능  어느 하나의 기

능에 편향 으로 의존하기 어렵다. 사실, 시장기

능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최 의 효율성을 담보한

다는 것은 다분히 완 경쟁시장을 상정한 것이

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능력은 모두 불완 하

기 때문에 자나 후자를 막론하고 어느 한 한쪽

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이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각각의 내재  불완 성( : 정보의 불

완 성 등)으로 인해 시장과 정부의 기능은 필연

으로 상보  계에 있다. 시장기능과 정부개

입의 요성과 필요성은 경제상황에 따라 시계추

처럼 양극단 사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과 정부기능에 한 논란에 있어서 시장실패

를 강조할 때에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며, 정부

실패를 강조할 때에는 시장에 한 정부 불개입

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수산업이나 농업의 경우에는 정도는 다르

지만 모든 국가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이들 산업부문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자체가 외생  변

수인 기상과 기후 변화에 크게 향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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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생산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

생산과 시장 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구조

 세성으로 인해 생산자들의 시장교섭력이 상

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2. 정부개입(차선) 이론의 근거로서 

시장실패

가. 죄수의 딜 마(prisoner's dilemma)

시장실패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사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기주의에

서 비롯된다. 이는 개인의 합리  선택이 사회 

체의 합리 인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죄수

의 딜 마 이론에 근거한다. <표 1>에서와 같이 

두 죄수의 경우 모두 묵비권을 행사할 때 모두에

게 최상의 선택이 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독방)에서 독립 으로 심문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죄수는 상 방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

수의 딜 마에 직면하게 된다. 상 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 죄수의 선택은 사회

으로 최 선택에 이르지 못하고,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어업의 경우( : 남획)에도 구

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을 낳게 된다.2) 

 구  분 
죄수 A

자백 묵비

죄수 B
자백 상황 1 (5, 5) 상황 3 (10,0)

묵비 상황 2 (0,10) 상황 4 ( 3,3)

주: 호안의 숫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죄수 A와 

B가 감옥 형을 살게 되는 년 수를 나타냄.

<표 1> 죄수의 딜 마

나. 공공재와 공유재의 존재

2) Ricardo J Caballero, A fallacy of composition 

(NBER working papers series), 1991.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들이 극 으로 자신

의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하

려 한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 으로 조세를 징수

하여 공공재를 공 하게 되고, 공 의 주체가 분

명하다. 한편 수산자원과 같은 공유재(common 

property)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공 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획

과 무임승차 그리고 도덕  해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경합성

배제성

있음 없음

있음
사 재화
- 옷
- 식품

자연독
- 소방서비스
- 안 막히는 유료도로

없음
공유자원
- 바다 속의 물고기
- 환경

공공재
- 국방 서비스
- 기술/지식

<표 2> 재화의 특성: 경합성과 배제성

어업자원의 경우, 경쟁 으로 조업을 하기 때

문에 군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만큼 다른 사

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 는 양은 어든

다. 그러나 바다 속의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행 에 해 어업인들에게 

과징 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

서 부분의 연안국들은 수산자원의 지속성과 이

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하여 기본 으로 허가제

도와 면허제도를 근간으로하여 총어획량, 개별양

도가능할당제(ITQ), 할당제(IQ), 어획수단 등에 

한 규제를 다양하게 도입․운 하고 있다.

다. 경기 불안정과 소득 불균등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구조 으로 인 이션

과 디 이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변

동을 조 하게 된다. 한 자유경쟁시장에서 자

유란 단지 선택의 가능성이며 결과는 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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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만능

시장실패

(죄수의 딜
마)

정부만능 정부실패 비   고

완 경쟁시

장을 제로, 

『보이지 않

는 손』이 

모든 수 문

제를 해결

불완  경쟁
공정거래/

보상
▷ 단기

의사결정

▷ 정 부

팽창

▷불충분

한 정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시장성 테스
트)

▷정부가 할 
수 있지만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가?

▷정부기능수
행방식

(사  사후/
강제, 유
인) 선택

공공재/공

유재 공

부족

강제  공

외부효과 조세와 보조

경기불안정 재정조작

소득 뷸균형
사회보장

정책

<표 3>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의 비교라 부여되므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빈부격차 

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체제 기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요구된다.

라. 외부효과의 발생과 정보의 비 칭

외부효과란 특정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재

화나 서비스에 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

고 자신 이외의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 가하

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어

느 경우라도 시장경제의 내부질서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한 정부개

입의 논거가 된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책 생산자(공 자)

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 칭성이 실 으로 크게 

존재하는데, 재화․서비스 소비자 보다는 생산자

가, 정책 소비자 보다는 생산자(공 자)가 더 정

확하고 많은 정보를 편향 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재화․서비스․정책 소비자 보호를 한 정부․
NGO의 개입이 정당화되곤 한다.

3. 시장의 한계와 차선이론

가. 시장의 한계

시장만능주의는 완 경재시장을 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죄수의 딜 마에서 보듯이, 

실 세계의 시장은 불완 하다. 즉, 과 과 독

, 외부효과, 불완 한 정보, 소득 불균등, 공공

재와 고유재의 존재, 불완 한 시장감시 등으로 

인해 시장은 완 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다

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 역시 단기  의사결정, 정부팽창,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인해 정부실패에 직면하곤 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경

우,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정부보다 민간

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정부기능  

수행방식이 선택되어야 하는가? 등에 한 의문

을 가지게 된다.

  

나. 차선이론(Second Best Theory) : 정치  합의와 선택

차선이론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한 정부의 

시장개입의 이론  근거를 제공한다. 차선이론은 

정책이 모든 토 최  한계조건들(Pareto 

marginal conditions)을 충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책이 반 인 사회복지수 을 재 보다 더 

높은 수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좋

은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3) 

<그림 1>에서 보듯이, 재의 복지수 이  

A라면, 어떤 정책에 의해 재의 복지수 이 

ABC 역 내에서 어디로 이동하든 반  사회

복지 수 은 향상된다. 그러나 복지수 이 ABC 

역 내의 어디에 치하느냐 하는 것은 으

로 정치  는 사회  합의와 선택에 의해서 결

정된다. 단, A 에서 ABC 역의 론티어 BC

에 얼마나 근하느냐 하는 것은 수산사회의 정

치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정치력은 국

회와 산당국 그리고 일반 국민을 설득하고 지

지를 확보하는 수산사회 내부의 력과 결속력에 

3) Just, Richard E., Darrell L. Hueth and Andrew 

Schmitz, Applied Welfare Eocnomics and Pulblic 

Policy, Prentice Hall, 1982. p. 40-41. Miller, Roger 

LeRoy, Intermediate Miroeconomics: Theory, 

Issues and Applications, McGraw-Hill Inc., 1978. 

p. 4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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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

수산업의 경우, 명시 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국민  합의에 의한 최상 법)은 차선이론

에 근거하여 수산업의 시장실패에 한 정부 

여  지원정책의 토 를 제공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어업․어 ․수 을 지원․육성해

야 한다』는 어업에 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 , 국가는 농업  어

업을 보호․육성하기 하여 농․어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헌

법 제123조ⓛ), 그와 동시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

형발 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3조②)고 하여 수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 균형경제발 이 이루어져 생활의 경제  환

경과 여건을 균형 있게 만들도록 하는 과제를 국

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바로 어업․
어 ․에 한 국민  합의와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 2006). 

III.  주요 근해어업의 생산량  

가격 분석

1. 생산량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의 어업별 구성 비율을 보

면, 2007년 말 재 형선망어업, 권 망어업, 

형트롤어업, 형 끌이어업은 연근해 어선어

업 총 생산량의 37.1%를 하 으며, 연근해어선

어업 어류생산량의 56.2%를 하 다. 그러나 

2001년-2007년 사이에 이들 형어선어업의 총 

생산량은 반 으로 지속 인 감소 상을 보이

고 있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 상은 고유가시 에 있어

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수산

물의 가격이 유가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오르지 않을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면 할수록 어

선은 더 역 으로 물고기를 탐색해야 하고, 따

라서 기름소비는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도

어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형 끌이 87,842 79,219 62,740 66,539 77,113 84,899 66,184

형트롤 134,971 123,412 116,559 85,688 67,543 75,375 58,797

형선망 231,821 181,849 158,662 220,004 173,795 146,839 194,093

권 망 96,951 90,492 133,954 104,846 132,146 142,618 108,934

소계(A) 551,585 474,972 471,915 477,077 450,597 449,731 428,008 

연근해어업
총생산량(B)

1,252,099 1,095,812 1,096,526 1,076,687 1,097,041 1,108,815 1,152,299 

연근해어업
어류생산량

(C)
851,728 714,058 656,528 672,227 721,947 715,048 761,970 

A/B×100(%) 44.1 43.3 43.0 44.3 41.1 40.6 37.1 

A/C×100(%) 64.8 66.5 71.9 71.0 62.4 62.9 56.2 

<표 4> 형어선어업 생산량  비

단 : M/T

자료: 수산연감 각 연도.

특히 보합제도 하에서는 선원들은 자신들의 몫

을 더 많이 가지기 해 어획량 증 를 해 최

한의 어획노력을 경주하고, 어선의 운행 강도

와 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업자

원이 감퇴하면 할수록 어획노력과 어업경비는 더

욱 증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어업자원이 지속

으로 감퇴하면, 어획노력․어업경비 증  → 어

업자원 감퇴 심화의 악순환을 래한다. 특히 어

업용 유류가 면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순

B
●

소
비 
자
1
의
 
효
용
 

0

●
A

C
●

소비자2의효용

<그림 1> Kaldor-Hick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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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고유가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정부의 지원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사회는 공항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2. 주요 수산물 가격 

우리나라 형어선, 즉 선망어선, 형 끌

이어선, 형트롤어선, 권 망어선에 의해 주로 

어획되는 5개 어종(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오징

어)의 가격 추이를 보면, 최근 고등어와 갈치

를 제외한 삼치, 조기, 오징어의 가격이 하락하거

나 정체하 다. 고등어와 조기의 가격도 유가 상

승에 비하면 거의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단  : 원/Kg

 어종
년도

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오징어

2001 1,201 1,674 4,692 1,161 991 

2002 1,600 1,496 5,054  1,224  1,024 

2003 1,678 1,577  4,009 1,068 1,257 

2004 1,935  2,117 6,201  1,358 1,655 

2005 1,415  1,384  4,130 1,341 1,883  

2006 1,789 1,148 3,710  1,210 1,306 

2007 1,642  1,111 2,933 1,438    967 

자료: 부산공동어시장, 어시장의 동태.

<표 5> 주요 어종별 가격

Ⅳ. 유가 변동과 주요 어업 경 분석

1. 국제유가 변동

국제 유가의 폭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당장의 

비상한 국면, 가까운 미래에 한 어두운 망의 

축도(縮圖)가 되고 있다. 21일 미 뉴욕상업거래소

에서 서부텍사스 질유(WTI)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30달러선을 넘어 133.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2월19일 100달러 에 진입한 이래 3개월 

만에 30% 이상 치솟은 등세도 그 지만 150달

러 돌 는 시간문제고 200달러 시 도 머지않다

는 국제시장의 측은 에 지의 해외 의존도가 

더없이 높은 한국경제의 선택 폭을 더더욱 좁히

고 있다. 2005년 50달러, 2006년 60달러, 2007년 

70달러 수 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유가 폭등은 고(高)물가로 이어져 스태그 이

션 험을 가 시키면서 생산·교역 조건을 악화

시킨다. 국내 휘발유는 물론, 산업용이나 생계형 

업에 쓰이는 경유 값이 올 들어 20% 이상 올랐

고,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순상품교역지

수는 80.5로 직  분기 비 6.7% 하락하 다. 

미국 연방 비제도이사회(FRB) 역시 올해의 미

국 경제성장률 망치를 1월 말의 1.3~2.0%에서 

0.3~1.2%로 크게 내려잡았듯이 한국경제도 올해 

‘성장 3%, 물가상승 5%’이리라는 비  시나리

오가 제시되고 있다.

국제 기 유가는 택사스(WTI) 질유, 랜트

(Brent)유, 듀바이(Dubai)유 가격이며, 이들 유가

는 지속 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 7년

(2001. 4 - 2008. 4) 사이에, WTI, Brent, Dubai유 

가격은 배럴당 각각 311%, 315%, 328% 포인트 

상승하 다.

단  : $/bbl
      유종

 년도
WTI Brent Dubai

2001. 4 27.40 26.22  24.21  

2002. 4 26.22 26.13  24.57  

2003. 4 28.25 24.87  23.52  

2004. 4 36.71 33.39  31.53  

2005. 4 52.94 50.90  47.21  

2006 4 69.55 70.51  64.22  

2007. 4 63.85 67.55  63.98  

2008. 1 92.99 92.32 87.24 

     2 95.43 95.42 90.16 

     3 105.64 104.22 96.82 

     4 112.64 108.85 103.62 

자료:에 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표 6> 국제 유가 변동 추이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유가상승  여

타 물가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경제 반에 걸쳐 

인 이션을 유발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

다. 특히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유류비용 증가는 여타 생산비용 상승을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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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업용 면세유 공 액  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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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t

Dubai

<그림 3> 국제 유가 변동 추이

2. 면세유 공 가격 변화

경유는 어업용 면세유 공 의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2001년 4월 1드럼 당 58,190원에서 

2008년 4월 148,340원으로 154.9% 포인트 상승하

고 재와 같은 유가상승 추세라면 멀지 않아 

경유 1드럼 당 2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 원/드럼
           종류
년.월

경유 B/A

2001. 4 58,190 55,740  

2002. 4 52,820 49,940  

2003. 4 71,360 68,540  

2004. 4 67,020 67,540  

2005. 4 90,473 82,973  

2006 4 94,060 95,140  

2007. 4 91,300 93,140  

2008. 1 130,020 129,340  

     2 134,020 132,740 

     3 132,020 130,140 

     4 148,340 155,760

 자료 : 형기선 인망수  내부 자료.

<표 7> 면세유 공 가격 변동 추이

면세유 공 가격의 지속 인 상승이 어업경

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용 상승

의 충격을 상당 수 으로 흡수할 만한 특별한 

안이 최소한 단기 으로 부재하다는 데 있다. 

환언하면 유류비용 상승분 이상을 상쇄할 수 있

는 안  생산성 제고기술이나 비용 약기술이 

단기 으로 가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면세유 공 액  면세액 변화

2007년 형 끌이, 형트롤, 형외끌이, 

형선망, 권 망 어선에 한 총 면세유 공 액과 

총 면세액은 각각 2,955억원, 3,812억원이었다. 면

세유 공 액은 2003년에 비해 2007년 37.8% 포인

트 증가하 다. 동기간에 면세유 1드럼 당 가격

이 거의 100% 오른 것에 비하면, 총 공 액 상승

률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면세유 공 량의 제

한(상한선), 조업일수 감소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보듯이, 어업용 면세유 공 에 있

어서 면세액이 공 액 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많은 액이 면세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헌법 

123조 규정과 정신에 입각한 정치  고려의 산물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 수산행정은 농

림수산식품부에 통합되어 있고 그 상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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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 공 문제가 

우선 으로 다루어지고 어업용 면세유 공 문제

는 한계선상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해서는 농업행정과 수산

행정 사이에 극 인 정책 조율과 조화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4. 주요 형어선어업의 경 상태 변화

2007년 말 재 형 끌이, 형트롤, 형선

망, 권 망 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총 어

류생산량의 56.2%를 차지하 고, 연근해 어업 총 

면세유 공 액의 41%를 차지하 다. 2001-2007년 

사이에 4개 형어선어업의 1kg 당 총원가 에

서 유류비용과 임 이 차지하는 구성비 추이를 

보면, 면세유 가격 상승과 유류비용의 비 은 뚜

렷한 동반 상승을 보 다. 

만일 면세유 가격 이외의 여타 모든 비용이 변

화하지 않고, 총원가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

이 20%-30%라면, 면세유 가격이 150% 포인트 

상승할 경우, 총원가는 30%-45% 상승하게 된다. 

단  : %
어업

    

     비

     용

년도

형
끌이 형트롤 형선망 권 망

연료비 임 연료비 임 연료비 임 연료비 임

2001 28.0 25.7 22.0 24.4 16.3 30.6 18.3 42.8

2002 29.6 23.9 22.3 22.3 17.9 31.6 15.8 45.2

2003 30.1 20.1 24.6 21.2 18.3 33.7 14.9 32.3

2004 33.6 21.8 13.5 27.6 16.3 26.7 17.2 50.3

2005 31.7 25.7 19.1 27.9 18.8 26.1 18.3 50.3

2006 34.4 22.8 22.2 24.8 23.7 26.7 21.0 44.4

2007 35.4 22.1 24.5 25.9 24.6 28.0 22.6 45.2

자료: 수 앙회 “어업경 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9> 주요 어업별 어업비용 구성비

<표 9>에서 보듯이 총원가  유류비용 비

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반면, 임  비 은 낮아졌거나 정체 상태를 

보 다. 그 이유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어업

에서 보합제가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합제

는 어업 생산액이 감소하면 자연히 임 도 낮아

지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유가 상승이 여타 모든 물가 상승을 주도

하고, 반 인 에 지 인 이션 상이 지속

되는 상황 하에서는 거의 모든 어업생산비도 동

반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

비용을 상당 수 으로 낮출 수 있는 단기 처방, 

즉 석유수입 부과 과 세율 인하, 수 앙회 

 일선조합의 유류취  기본수수료 (한시 ) 인

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단기 경

압박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정책함의

이상의 분석결과, 에 지 인 이션이 물가상

승을 반 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수산부문의 고유가 문제에 한정된 응정

책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업용 유류는 면세로 

공 되고 있기 때문에, 재로서는 유류면세 지

원에 버 가는 어업인 체감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산부문에 한 모

종의 획기 인 정부지원의 합법  근거를 찾는다

면, 헌법 123조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와 같은 스태그 이션 하에서 

가장 요한 것은, 비록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

도, 어업인들에게 『나의 국가와 정부가 나를 진

정으로 보호해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9>는 정부가 재 면세유 가격의 상당 부

분을 지원한다면, 최소한 단기 으로는 원가 감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유가 

시 와 에 지 인 션/고환율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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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응정책을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정책을 통해 

박한 경 악화 문제를 상당 수 으로 해소하

고, 장기 정책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획기 으로 조정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

산원가를 획기 으로 감할 수 있는 근본 이고 

실천 인 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강도 높은 단기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단기 으로 경 압박을 상당 수 으로 해소

하지 않는다면, 어업 자체는 물론 수산 련 후

방산업경제와 수 경 은 상외로 큰 연쇄  타

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어업인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유가 책은 연근해 어선감척

사업의 획기  확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감척

사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생산비용을 감

할 수 있는 극 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동시에 단기 으로 석유수입부과 과 세율 

인하, 수 앙회  일선수 의 유류취  기본

수수료 (한시 ) 인하, 휴어 직 지불제도 도입, 

운반선의 공동이용, 연비효율성 향상,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미시  에 지 약 유인수단

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모 감척사업

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하나의 요한 

생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으로 업 훈련교육

과 해양  어 개발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 으로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를 확 하고 개별양도가능할당제도(ITQ)를 극

으로 도입․운 할 필요가 있다.4) 이는 결코 쉬

운 정책이 아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도입․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재와 같은 임 결

정 시스템(보합제)와 제한 없는 어선마력 하에서

는 감척이 보다 극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엄격한 TAC제도가 확  추진되고 ITQ제도가 

4) TAC제도는 유가 변동에 응할 수 있는 효과  제

도이기도 하지만, 그 지 않더라도 어업생산성을 높

임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입․운 되지 않는다면, 유효어획노력 수 을 

이고 연근해어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실효 인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연근해 어업은 장기 으로 감척 후 잔

존 어업인들을 심으로 규모화․기업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TAC+ITQ 시스템의 운 을 결정하

고, 하부구조를 집 화하고, 기업화의 제도  근

간을 마련한다면, 시장기능에 의해 기업화  규

모화가 자연스럽게 진될 수 있고 경쟁력 제고

를 통한 수산 내부의 자본축 도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수산 내부의 자본이 축 되어 가면 

자생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강력한 정치력

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어업용 면세유 공 문제는 농업부문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통합 이지만, 한계선상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면세유 공 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서 수산부문과 농업부문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 인 고유가 응정책 개발과 조율이 

력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 , 이 시 에서 국가와 정부는 한국 수산

업과 어  그리고 어업인들의 큰 시름을 덜어주

기 한 방법과 의지와 지원규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 과 같은 소극  정책의 모색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매우 어렵고, 오

히려 정부에 한 신뢰의 상실을 진하게 될 것

이다. 이제 정부는 헌법 제123조의 정신과 차선

의 정책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큰 구상 하에

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망라하여 수산업의 강

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나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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