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의 종류 및 세부내용
1. 면허어업
구 분
정치망
어업

형

태

ㆍ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해조류 ㆍ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예 : 김, 파래, 미역, 다시마등)
패류
ㆍ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예 : 굴, 전복, 홍합, 가리비, 백합,
고막, 피조개등)
어류등 ㆍ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양식어업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
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예 :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갑각류등)
복합
ㆍ 해조류 양식어업, 어류 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
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2종이상 복합적
으로 양식하는 어업
(예 : 김․가리비, 김․바지락, 다시마․
전복등)
협동
ㆍ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또는 복합양식어업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마을어업 ㆍ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

면허권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

〃

〃

〃

〃

2. 허가어업
구 분

형

태

원양어업

ㆍ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근해어업

ㆍ 총 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대형기선 저인망어업등 13종이 있음

시험 또는 ㆍ 새로운 연구, 어업 또는 어장을 개발
연구교습
하기 위한 시험어업
어업

허가권자
해양수산부
장관

〃

〃

연안어업

시ㆍ도지사
ㆍ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 연안자망어업등 8종이 있으며, 통상 1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업

해상종묘
생산어업

ㆍ 일정하게 구획된 수중 또는 바닥에 대,
지주, 뗏목, 뜸, 밧줄, 채롱, 그물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구획어업

ㆍ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 정치성 구획어업과 이동성 구획어업
으로 분류
- 정치성 구획어업에는 각망어업 등
13종이 있고, 이동성 구획어업에는
문어단지어업등 5종이 있음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신고어업
구 분
형
태
허가권자
맨손어업 ㆍ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
시장, 군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자치구의
채취하는 어업
구청장
나잠어업 ㆍ 산소공급 장치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기타
〃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투망어업 ㆍ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
하는 어업
육상양식 ㆍ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하여
〃
어업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종묘 ㆍ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정하여 수산
생산어업
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종묘를
〃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4. 한정어업면허
ㅇ 정 의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
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
간등을 정하여 어업의 면허를 득하는 어업
ㅇ 취 지 : 공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ㅇ 대상수면 : 공익사업으로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면허가 취소된
수면으로서 어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수면
ㅇ 면허권자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ㅇ 배제사항
- 물권,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적용 배제
- 이전, 분할, 변경불가
- 공익상 필요에 의거 어업면허의 제한, 정지, 취소된 경우 보상배제
-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배제조건으로 협의 또
는 승인한 경우 조건을 붙여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