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국책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수산과(☏440-4861), (☏440-4881)

최종목표
●

남북 긴장 해소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서해 5도 NLL 주변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

●

접경해역 어장확대와 조업여건 개선으로 서해 5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제고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해5도 및 NLL 주변해역

●

사업기간 : 2018 ~ 2021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서해 5도 NLL 인근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
·‘백령도∼장산곳’사이 해역에 남북 공동어로 시범구역 설정 운영 (1개소)
· 시범구역 운영 결과에 따른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가 설정 · 운영 (2∼3개소)
· 공동 어로구역에는 서해5도 어선만 참여(조업)토록 관계법규 개정
-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 서해5도 어장 3,209㎢ → 최소 306㎢ 이상 확장 추진
· 야간조업 허용 추진 (주간조업에서 →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 허용)
- 중앙정부·인천시·어업인간 소통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
· 민·관·군 협의회를 통한 어업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위원 20명 내외)
· 공동위원장 2명(해양수산부·어업인 대표), 간사 3명(해양수산부·인천시·어업인) 구성
※ 공동 어로구역 설정·운영 결과에 따라 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물 거래(판매)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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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진계획

비고(이행률)

•남북공동어로구역 협의
2018

•서해5도서 조업여건 개선
협의(어장확장)

•시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1개소)
2019
•서해5도서 조업여건 개선
(어장확장)

2020

•민·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5%

•관련 법규 개정
(서해5도 주민만 조업허용)
•공동어로구역內 조업 관련 협의
•시범 공동어로구역內 조업 개시
•서해5도 어장확장 관계 법규 개정
•확장 어장內 조업 개시

50%

•시범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남북 공동어로구역 운영 결과 보완

•서해5도서 조업여건 개선
(야간조업)

•서해5도 어장 야간조업을 위한 협의

•추가 공동어로구역 설정
(2 ∼ 3개소)

•남북공동어로구역 추가 설정을 위한
남북간 및 관계기관 협의
•추가 공동어로구역內 조업 개시
•서해5도 어장 야간조업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완료

2021
•서해5도서 조업여건 개선
(야간조업)

타기관(중앙부처 등) 협조사항
●

국방부ㆍ통일부ㆍ해양수산부 : 공동어로구역 관련 정부지원 남북합의(협의)

기대효과
●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서해바다의 긴장 완화

●

서해 5도 어업인들이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여건 개선으로 어가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제고

75%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