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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allovertheworld,thecentralgovernmentand locality
offerthetransportationtotheweaksuchastheold,thedisabled,
alow-incomegroup throughafinancialsupport.Thisiswhatwe
callagovernmentalgrantforPSO(PublicServiceObligation)which
isaccomplishedextensivelyinacountry,nottospeakofforeign.
Forexample,thissupportisperformedvariouslyinthecompensation
aboutthemanagementlossforaremoteislandassistancerouteand
inthefarediscountfortheabled,theold,militarypersonnel,man
ofnationalmeritandothers.
Now,thegovernmentsubsidizesthemanagementlossaboutthe

reduced fare in bus and subway to supply the transportation
demandsoftheweak.
In thisdimension,asIjudgethatthereduced fareforcoastal

passengersliketheislandresidentsisneeded,Iintendtomakeup
thelegalauthorityaboutthefaresupportforacoastalpassenger



shipandsuggesttheconcretesubstituteaboutthetheappropriate
leveloffaresupport,theenforcement,thescaleoffinancialgrant
andsoonanbelow.

111)))TTThhheeesssuuuppppppooorrrtttaaaiiimmm
Theportageofacoastalpassengership,theonlytransportation

betweenlandandisland,isdemandedtobereportedbybusinessmanin
marinetransportationlaw.Butthehighportageincomparision with
publictransportation such asbusisacted asalimitation in the
formation ofa life zone and the interchange between land and
island.
Asaresult,thegovernmentandthelocalgoverningcommunities

needtosupportaportionoffareforthepopulartransportationof
acoastalpassengership-theonlytransportationbetweenlandand
island-
The enforcement will coincide with the public good and

contributetotheeconomicalandexpendedequilibrium.

222)))TTThhheeesssuuuppppppooorrrtttpppooollliiicccyyy
ThePopularTransportationPlanofCoastalpassengerShip-the

onlytransportationoftheislandresidents-

333)))TTThhheeesssuuuppppppooorrrtttppplllaaannn
Thegovernmentandthelocalgoverningcommunitiessupportthe

portion(30%)ofcoastalpassengership fare within the range of
budget.



444)))TTThhheeesssuuuppppppooorrrtttbbbaaassseee
The part revision of the special law about the life quality

elevation ofagricultralandfishingman andtheexploitation ofa
ruralandfishingregion.

555)))TTThhheeellleeegggiiissslllaaatttiiivvveeebbbiiillllll
OrganizationofClause2,Art35infifthchapterasbelow Clause

2,Art35(thesupportofportageandfareinthecoastalpassenger
transport busines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ing
communitiesshould supportthepartofportage and fare in the
coastal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cording to the marine
transportation billClause1,Art8 within therangeofbudgetto
activatetheintechangebetweenlandandisland.

666))) TTThhheee iiinnncccrrreeeaaassseee ooofff cccoooaaassstttaaalll ssshhhiiippp pppaaasssssseeennngggeeerrr wwwiiittthhh pppooopppuuulllaaarrr
tttrrraaannnssspppooorrrtttaaatttiiiooonnn

The passenger increase as 17% in comparision with past is
expected in such a case as a fare support when we take the
average on the passengerincrese between island residents(about
40% oftotalpassenger)andgeneraltraveler.

777)))TTThhheeeppprrreeesssuuummmtttiiivvveeecccaaacccuuulllaaatttiiiooonnnooofffrrreeeqqquuuiiirrreeedddbbbuuudddgggeeettt
In sush a caseasthepopulartransportation ofcoastalpassenger
ship,theadditionalbudget,about2,068billionsand9,700thousands
won(currentexpenditure)isrequiredfrom 2005t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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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국내의 연안해역에 약 3,170개의 크고 작은 섬
이 산재되어 있고,그 중에서 444개의 유인도서와 2,726개의 무인도서로 형성
되어 있으며,유인도서 중에서 261개의 도서에 연안여객선의 정기항로가 개설
되어 있고,183개의 도서에는 아직도 정기여객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서민의
정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일 뿐아니라 도서지역의 관
광산업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임에도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비
교할 때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첫째,육지와 도서간에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둘째,교류활동에 있어서도 이동권이 제약받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셋
째,도서개발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활동이 위축을 받고 있으며,넷째,
서해5도 등 지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군사적 요충지의 도서민이 정주권을 위협
받음으로써 국가안보상 취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1)
연안여객선의 운임체계가 높은 이유는 타교통수단의 경우에 도로 및 철도,
공항 등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오직 해상교통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설투자 및 운영을 해야 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원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운임체계를 적용하므로써 상대적
으로 높은 운임율이 적용되고 있다.

1)국회의원회관,『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2005.2.16.



또한 현재 완공 및 진행되고 있는 연육․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
항로가 폐쇄되어 선박의 운항이 중지되어도 정부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없는 실
정이다.
국가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해결해야 할 도서민의 교통문제를 여객사
업자가 수행한 공공의 사업이며,구미 선진국과 가까운 일본에서도 사업시설과
사업권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련법이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사업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해시키고 연안여객선 평균이용료와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료를 단순 비교하
였을때는 10배,도서주민과 육지주민의 소득대비 교통비 부담율은 15배의 비
싼 요금으로 적용되는 요인이다.2)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대륙지향적 사고방식에서 대양지향적인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있을 때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며,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와 섬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주권이 보장되고 바다와 섬을 사랑하
고 개척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의 대중교
통화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가 실현됨으로써 도서민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형평성에 맞는 요금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수요가 창출
이 될 것이며,이는 여객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여객선 현대화,
기존 여객항로의 증선과 증회,미취항도서의 신규항로 개척 등 해운산업의 발전
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한국해운조합,『연안해운의 당면과제와 21세기 발전전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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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전국의 주요 연안여객 항로의 여객선 취항 항로와 운임 및
요금을 조사하고 육상교통요금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여 도서주민의 유일
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
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와 농
촌,육지와 섬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관광산업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부
여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시키고 더불어 해운물류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각종 통계자료,문헌조사,현장방문 조사,각 지역의 연안
여객선 이용객과 연안여객사업자,해운산업 종사자 및 관련부처 관계인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각 장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정하였고
제2장 연안여객선의 역할과 현황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
고 변천사를 통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으며,각종 통계자료를 통
하여 연안여객선의 역할과 실정을 이해하여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산,인천,제주,목포,완도 등 전국 10개 지역의 여객선터미
널에서 여객선 이용객 및 관계인 등의 설문을 실시하여 연안여객선의 운임실태
와 대중교통화가 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타 육상 대중교통분야와 국
가지원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육지와 도서간,도서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
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이 타 육상대중교통 요금보다 월등히 높을 수 밖에 없
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서민에 한하여 일부 운
임보조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와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 가능하도



록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연안여객선 사업
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육·연도사업으로 인하여 운항구간 축소 및 항로 폐지와 도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점차 사양화되고 그 사업성이 크게 위축되는
등의 여객선 업계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장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필요성과 방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육지 중심의
페러다임에서 바다와 도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소외되어 왔던 부분을 지적
하여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대중교통의 추진방안과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어려운 과정과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
요성을 인정하고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라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4장 제2절 2항 연육․연도사업 현황에서는 연안여객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 간접시설로써 공공의 사업임에도 그동안 민간 자본이 투자
되어 유지․운영되어 오다가 정부의 도서개발계획에 의하여 연육․연도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의 투자비와 재산권을 보상할 수 없는 현행 우리
나라의 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제제제ⅡⅡⅡ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현현현황황황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의거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
륙수로에서 13인 이상 여객정원을 가진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
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것을 말하며,세부적으로는 연안정기여
객운송사업과 연안부정기여객운송사업으로 분류된다.
연안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

는 사업이며,연안부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다.
따라서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며 여객을 운송하

는 선박을 특별히 여객선으로 분류․규정한 이유는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선보다
인명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관련기관에서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설비나 운항 등 기술적인 모든 방면에서 많은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여객이라도 탑승시켰다고 해서 여객선이라 정의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13인이상의 여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 선박만을 여객선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13인미만의 여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여객선이 아닌 화
물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객선으로 분류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복원성,구명설비,거



주설비,소화․소방설비,대피통로,대피방법,객실의 소재 등 이외에도 많은 부
분에서 만일의 경우에 여객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로 정
부나 관련기관의 엄정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특히 여객선을 경영,운항하
는 사람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많은 경험과 기술을 겸비하여야
한다.여객선은 속도와 수송형태에 따라 일반선,고속선,쾌속선,초쾌속선,카
훼리선 및 차도선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선은 운항속력이 15노트미만인 여객선,고속선은 운항속력이 15노트이상

20노트미만인 여객선,쾌속선은 운항속력이 20노트이상 35노트미만인 여객선,
초쾌속선은 운항속력이 35노트이상인 여객선,카훼리선은 차량탑재구역이 폐위
된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차도선은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차량의
적·양하와 여객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램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을 말한다.용도별로 분류할 경우 크루즈선3)과 교통선4)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객선은 전체가 교통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크루즈선은 1척도
없는 실정이다.

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변변변천천천사사사

해방직후 정기여객항로는 부산(항무청 관내5))-1사 7항로,목포-11사 19항

3)CruiseShip(장기 유람여행용):巡航船,관광선으로 숙식을 할 수 있고 위락실 등
을 갖춘 호화 장거리 여객선 및 유람선을 일컫는다.

4)교통선 :여객 및 화물을 싣고 교통에 공용되는 일반적인 여객선을 지칭함.
5)http//www.momof.go.kr.1948년 7월 정부조직법재정공포 해운업무는 교통부 해운국
(상공부 수산국에서 수산업무)1952년 2월 해무청이 신설돼 해상질서 유지 및 해사분야
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산,해운,항만,조선 및 해양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강력한 해
사기구를 발족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정부 기구개혁시 해체(수산업무 :농림부,해운
업무 :교통부),1966년 2월에 수산청 신설,1976년 3월 항만청 신설,1977년 12월 해운
항만청으로 개칭,1996년 8월 8일 현재의 해양수산부로 발족함.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재정(해운항만청,수산청,건설교통부 수로국,해난심판원 통합)



로,여수-1사 3항로,마산-2사 2항로,포항-1사 2항로,인천-4사 10항로였으
며,‘48년 2월 운수부 직영으로 FS(미군용선6))6척을 여객선으로 개조하여 무
지개항로(갈색로 :부산～묵호,등색로 :부산～군산,황색로 :부산～통영,청
색로 :부산～울릉도,녹색로 :부산～제주,자색로 :군산～옹률)를 개설 취항
하였다.
당시 100톤 미만의 소형선만 가지고 있던 여객선업계에서는 570톤급 강선에

다가 국영이라는 점에서 기존업자에게는 압박감마져 주었다.비록 경영상태는 적
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건국의미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이채로운 일
이 아닐 수 없었다.이후 1949년 3월부터 대한해운공사 창립때까지 점차 폐항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7)
그후 연안여객선은 도서주민의 육지와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필품 공급의 수

송수단으로써 경제 및 산업발전에 따른 임해공업단지의 개발에 힘입어 크게 발
전하였으며,60～70년대의 목적지를 향한 운송수단의 개념에서 최근에는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속력이 빠르고 안락한 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여객선이 요구
되고 있는 등 기존의 개념에서 안전과 관광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은 시대적 요망에 따라 정부 및 업계의 노력으로 꾸준히 현대화ㆍ

대형화가 추진되어 왔다.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카훼리선의 경우

6)http//www.momof.go.kr.흘수(吃水)가 얕고 운동성이 우수하며 선체의 크기에 비하
여 강력한 엔진을 장비한다.자기기뢰를 소해하여야 하므로 선체는 목제이고 엔진
등은 경합금 스테인레스,강프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다.해군 군함으로 분류되며,제
원은 항양소해정6000～9000톤급,연안소해정 200～400톤급 육안소해정 100～200톤
소해보트 30～100톤으로 구분되는 군용선박이다.

7)대한해운공사 연혁 :1937년 7월 10일 조선중공업주식회사로 창립,1945년 8월 15일
광복후 조선중공업관리대책위원회로 운영,1946년 12월 신한공사에서 관리,1946년
12월 5일 운수부에서 관리,1948년 7월 1일 교통부 관리,1949년 9월 20일 제5회 임
시국회에서 대한해운공사법 통과,1949년 11월 1일 대한해운공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창립되어 건국초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관장하였었다.해운항만청,「한국해운항만
사」1980.p.306.한국해운조합,「해운조합백서」2003.p.6.



대부분 제주항을 종점으로 운항하고 있다.1972년 11월에 카훼리호(종전 동남
잠보훼리)가 부산-제주 항로에 취항하였고,차도선형 여객선은 84년부터 투입되
어 면소재지급 중형섬에는 전부 운항을 하고 있으며,초쾌속선은 1989년 동해-
울릉 항로에 대원 카타마란호가 취항하면서 업계 전체의 분위기가 안전하고 빠
르며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여객수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이전까지 연안여객선의 역할은 도서 주민의 생필품 공급과 도

서 특산물의 육지 출하 등 도서민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한정되어 있
었으나,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많은 도서민의 도시 이주로 도서에 상주
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익 뿐 아니라,국민 소득 증가로 해상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초쾌속 여객선 및 카훼리 여객선(차량겸용 여객선 포함)등장
으로 일반 국민들의 섬 나들이가 한층 편리하게 되었다.
이제,국민 생활 안전과 더불어 이전의 수송 수요를 점차 회복해 가는 추세이

며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제2중부 고속도로(서울-통영)개통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남해안 여행이 한결 수월해 졌으며,주5일 근무제가 생활화로 해상여행
을 즐기려는 국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취취취항항항 및및및 수수수송송송 현현현황황황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취취취항항항도도도서서서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 연안에는 3,17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인도서수는 444개에 거주도서민수는 197천명이며 여객선이 취항하는 도서
수는 261개임.도서주민들에게 생활근거지로서의 조건은 육지와의 생활교통이



필수적이다.그런 의미에서 여객운송은 도서주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중
요성을 차지하고 있다.연안해운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생활필수품의 공급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표표표 222---111>>>여여여객객객선선선 취취취항항항도도도서서서
(단위 :개)

지지지 역역역 별별별 유유유인인인도도도서서서수수수
(((인인인구구구)))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취취취항항항도도도서서서 여여여객객객선선선
미미미취취취항항항도도도서서서계계계 일일일반반반항항항로로로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계계계 444444444
(((111999777천천천명명명)))

222666111
(((111666000천천천명명명)))

111444999
(((111333777천천천명명명)))

111111222
(((222333천천천명명명)))

111888333
(((333111천천천명명명)))

경경경기기기․․․인인인천천천
지지지역역역

39
(20천명)

30
(19천명)

19
(18천명)

11
(1천명)

9
(1천명)

충충충남남남지지지역역역 30
(5천명)

15
(4천명)

8
(3천명)

7
(1천명)

15
(1천명)

전전전북북북지지지역역역 25
(6천명)

20
(6천명)

10
(4천명)

10
(2천명)

5
(-)

전전전남남남지지지역역역 263
(128천명)

162
(105천명)

100
(94천명)

62
(11천명)

101
(23천명)

경경경남남남지지지역역역 73
(18천명)

29
(12천명)

9
(5천명)

20
(7천명)

44
(6천명)

부부부산산산지지지역역역 2
(4천명) - - - 2

(4천명)

경경경북북북지지지역역역 4
(10천원)

1
(10천명)

1
(10천명) - 3

(-)

제제제주주주지지지역역역 8
(6천명)

4
(4천명)

2
(3천명)

2
(1천명)

4
(2천명)

※ 자료 :한국해운조합8),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83.

8)http//www.haewoon.co.kr1949년 9월에 설립된 대한해운조합 연합회가 전신으로 해
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법률제917호(1961.12.30)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서울 강
서구에 본부를 두고 부산 등에 11개지부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2003년말 현재
약 1500명의 연안해운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항항항로로로별별별,,,선선선박박박별별별 현현현황황황

현재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는 항로수는 총 105개 항로이며 이중
에서 26%인 27개 항로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는 낙도
보조항로이며,연안여객선업체수는 총 60개 업체가 154척을 운항중에 있으며
보조항로 운항선박은 30척이다.
특히 목포,군산,대산,마산 등의 경우 전체 항로수에서 낙도보조항로가 차

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222---222>>>지지지역역역별별별 항항항로로로///선선선박박박척척척수수수
(단위 :개,척)

청청청 별별별
항항항 로로로 수수수 척척척 수수수

업업업체체체수수수
계계계 일일일반반반항항항로로로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계계계 일일일반반반항항항로로로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계계계 105 78 27 154 124 30 60
부부부산산산청청청 5 5 - 10 10 - 7
인인인천천천청청청 15 12 3 19 16 3 8
여여여수수수청청청 14 13 1 15 14 1 9
마마마산산산청청청 13 9 4 18 14 4 11
울울울산산산청청청 - - - - - - -
동동동해해해청청청 1 1 - 1 5 - 1
군군군산산산청청청 5 2 3 9 5 4 2
목목목포포포청청청 40 28 12 68 55 13 26
포포포항항항청청청 3 3 - 3 3 - 2
제제제주주주청청청 3 2 1 4 3 1 3
대대대산산산청청청 6 3 3 7 3 4 2

※ 주 :지방청별 중복업체 :11개사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8.



선종별은 전체 154척중 차도선이 52%(80척)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선인 일반선은 12%(19척)이다.

<<<표표표 222---333>>>선선선종종종별별별 현현현황황황

계계계 일일일반반반선선선 차차차도도도선선선 고고고속속속선선선 카카카훼훼훼리리리 쾌쾌쾌속속속선선선 초초초쾌쾌쾌속속속선선선
154(척) 19 80 13 12 6 24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9.

선령별은 10년미만의 신조선이 84척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이상
노후선은 6척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표표표 222---444>>>선선선령령령별별별 현현현황황황

계계계 555년년년미미미만만만 666～～～111000년년년 111111～～～111555년년년 111666～～～222000년년년 222111년년년이이이상상상

154(척) 22 62 40 24 6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9.

333...여여여객객객 수수수송송송 현현현황황황
연도별 여객수송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여객 수송인원은 2002년 956만명에

서 2003년 1,033만 6천명,그리고 2004년에는 1,064만 8천명으로 2003년
도에 최초로 여객수송실적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수는 동기간에 오히려 감소세을 보임임 따라 총

수송여객수에서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13.6%
에서 2004년에는 3.7%로 크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표표 222---555>>>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여여여객객객수수수송송송현현현황황황
(단위 :천명,%)

구구구 분분분
연연연도도도

합합합 계계계 일일일 반반반 항항항 로로로 낙낙낙도도도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인인인 원원원 비비비율율율 인인인 원원원 비비비율율율 인인인 원원원 비비비율율율

111999999555 8,702 100 7,517 86.4 1,185 13.6
111999999666 9,413 100 8,376 89.0 1,037 11.0
111999999777 9,899 100 9,352 94.5 547 5.5
111999999888 8,277 100 7,903 95.5 374 4.5
111999999999 9,052 100 8,731 96.5 321 3.5
222000000000 9,702 100 9,377 96.7 325 3.3
222000000111 9,340 100 8,986 96.2 354 3.8
222000000222 9,560 100 9,119 96.4 341 3.6
222000000333 10,336 100 9,967 96.4 369 3.6
222000000444 10,648 100 10,258 96.3 390 3.7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68.

연안여객의 구성내용,즉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승선목적을 고려할
때,연안여객의 증가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연안여객의 대부분은 도서주민들로서 그들의 생활항로로서의 성격이 강

하였다.그러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여객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7～8월 휴가철에 연안여객의 수가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이는 연안여객의 이용층이 도서주민에서 해양관광객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표표표 222---666>>>월월월별별별 수수수송송송실실실적적적
(단위 :명)

구구구 분분분 계계계 일일일반반반항항항로로로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총총총 계계계 10,648,224 10,258,352 389,872
111월월월 734,520 703,618 30,902
222월월월 582,310 560,444 21,866
333월월월 662,394 638,987 23,407
444월월월 973,421 944,903 28,518
555월월월 965,118 936,901 28,217
666월월월 796,099 766,093 30,006
777월월월 1,122,733 1,081,517 41,216
888월월월 1,745,060 1,682,734 62,326
999월월월 874,547 837,072 37,475
111000월월월 850,212 817,125 33,087
111111월월월 712,740 685,502 27,238
111222월월월 629,070 603,456 25,614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70.

444...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신신신규규규투투투입입입 및및및 국국국고고고선선선 건건건조조조현현현황황황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해상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95년도에 19척을 신
규 또는 대체 투입하는 등 현대화된 선박 투입으로 여행객 편의증진하고 낙
도보조항로 운항 노후여객선 대체를 통해 신규수송수요 창출하기 위하여 노
후선을 지속적으로 대체 투입하고 있다.



<<<표표표 222---777>>>연연연도도도별별별 신신신규규규투투투입입입 현현현황황황
(단위 :척)

연연연도도도 계계계
투투투입입입구구구분분분 선선선 종종종 별별별

신신신규규규 대대대체체체 증증증선선선 일일일반반반선선선 차차차도도도선선선 고고고속속속선선선 쾌쾌쾌속속속선선선 카카카훼훼훼리리리
'''999555 19 3 14 2 - 10 2 3 4
'''999666 18 2 12 4 3 5 2 6 2
'''999777 18 3 10 5 4 7 1 4 2
'''999888 13 4 9 - 3 5 2 - 3
'''999999 10 4 6 - 3 3 2 1 1
'''000000 15 6 7 2 - 9 - 1 5
'''000111 4 1 3 - - 2 1 1 -
'''000222 4 - 3 1 - 3 1 - -
'''000333 3 - 1 2 - 3 - - -
'''000444 2 - 2 - - 2 - - -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80.

도서민의 교통유지와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대화 선박 건조 투입하고
있으며,낙도보조항로의 경우 선령 18년이상 노후선을 우선 대체하고 생활항로
의 경우 여객․차량의 동시 수송이 가능한 차도선 위주로 투입하고 있으며 관광
항로의 경우 이용객의 수요변화에 따라 고급선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표표표 222---888>>>국국국고고고여여여객객객선선선 건건건조조조 예예예산산산 지지지원원원 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예예예 산산산 5,608 5,336 5,733 6,416 6,786

※ 자료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표표표 222---999>>>국국국고고고여여여객객객선선선 건건건조조조현현현황황황
(단위 :톤/명)

연연연도도도
별별별 관관관리리리청청청 항항항 로로로 명명명 건건건조조조 선선선박박박 현현현황황황

선선선 명명명 선선선 종종종 총총총톤톤톤수수수 정정정 원원원

’’’999555

여수청 사동/녹동 평화훼리 차도선 116 80
군산청 군산/어청 어청훼리 고속선 93 80

대천/군산 외연훼리 고속선 89 94
목포청 도초/우이 신해 3 일반선 72 87

낙월/향화 신해 5 차도선 101 94
5척

’’’999666

인천청 진리/울도 해 양 일반선 79 80
군산청 군산/개야 개야훼리 고속선 104 92
목포청 가사/목포 신해 6 일반선 70 70

창유/목포 신해 7 일반선 70 70
4척

’’’999777
군산청 군산/말도 장자훼리 고속선 124 140
목포청 북강/북강 신해 8 일반선 70 54

계마/안마 신해 9 차도선 154 100
3척

’’’999888
여수청 손죽/광도 섬사랑 일반선 50 44
목포청 재원/진리 신해10 차도선 88 45
대산청 오천/초전 성주산 일반선 53 50

3척

’’’999999
마산청 통영/욕지/삼천포 바다랑 일반선 77 95
목포청 웅곡/웅곡 신해11 차도선 76 30
대산청 안흥/가의 백화산 일반선 52 50

3척

’’’000000 목포청 이목/원동,당사 섬사랑1 차도선 101 50
창유/팽목 섬사랑2 일반선 74 50

2척

’’’000111
마산청 통영/예곡 섬누리 고속선 49 76
목포청 완도/여서 섬사랑3 차도선 124 120

2척

’’’000222
목포청 완도/원도 섬사랑5 차도선 150 120
군산청 군산/어청 뉴어청훼리 고속선 121 140

2척
’’’000333 목포청 목포/우이 섬사랑6 차도선 177 120

1척
’’’000444 인천청 서검/하리 강화페리 차도선 69 55

1척
※ 자료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지지지원원원현현현황황황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조조조세세세지지지원원원 실실실적적적

도서민의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71년 이후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면
세유를 공급하여 왔으나,감면기한에 대하여 일몰제를 도입하여 면세유 공급이
2006년 6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은 75% 감면에 그치
고,2006년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중지될 예정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을 건의한 결과 공급시한이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
이와 같은 면세유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4년도 기준으로 도서민에 대한 조

세지원 실적은 교통세 등 4개 세목에 442억 5백만원이다.

<<<표표표 222---111000>>>연연연도도도별별별 세세세액액액별별별 조조조세세세지지지원원원 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연연연간간간유유유류류류
사사사용용용량량량

세세세 액액액
계계계 교교교통통통세세세 교교교육육육세세세 지지지방방방주주주행행행세세세 부부부가가가가가가치치치세세세

222000000000 83,640 19,370 12,730 1,910 410 4,320

222000000111 109,454 22,428 14,401 2,160 1,123 4,743

222000000222 115,146 27,780 17,779 2,667 2,075 5,258

222000000333 130,285 36,683 23,385 3,508 3,146 6,643

222000000444 131,812 44,205 26,894 4,034 5,170 8,106

계계계 570,337 131,096 82,459 12,369 11,514 24,750

※ 주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제2호.
※ 자료 :한국해운조합,2004.12.31.



<<<표표표 222---111111>>>면면면세세세유유유 공공공급급급대대대상상상 기기기계계계 및및및 시시시설설설

구구구 분분분 범범범 위위위
ㅇ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 및 도선

ㅇ 농업용 기계 경운기,트랙터,동력이앙기,바인더 등 38개 기종 321만대

ㅇ 어업용 시설

∙연근해 및 내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선 95,600척,내수면 어선 2,240척

∙생산기초시설 김,멸치,미역,오징어,새우등 건조시설 2,514개

∙육상양식어업시설 수산물양식시설 500개

∙기타어업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262개,해녀탈의실 난방시설,양수기 등

※ 자료 :재정경제부,2004.12.31.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조세지원이외의 정부지원은 낙도
주민의 교통유지를 위하여 2004년도에 27개 항로 30척에 대하여 67억 8
천6백만원을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였다.

<<<표표표 222---111222>>> 연연연도도도별별별 결결결손손손보보보상상상금금금 지지지원원원 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집집집행행행액액액 5,608 5,336 5,733 6,416 6,786

항항항로로로수수수 26 26 27 27 27

척척척 수수수 29 29 30 30 30

※ 자료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표표표 222---111333>>>낙낙낙도도도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운운운영영영추추추이이이
(단위 :백만원)

연연연도도도별별별 항항항로로로수수수(((개개개))) 취취취항항항선선선박박박(((척척척))) 결결결손손손보보보상상상금금금 예예예산산산
'87 45 46 3,216
'88 46 47 3,550
'89 47 49 3,472
'90 50 52 4,275
'91 53 55 5,087
'92 53 55 5,995
'93 53 56 7,742
'94 50 52 6,771
'95 43 45 6,911
'96 40 40 7,542
'97 35 40 6,994
'98 29 33 7,024
'99 25 30 6,722
'00 26 29 5,608
'01 26 29 5,336
'02 27 30 5,733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77.

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선선선박박박건건건조조조지지지원원원 실실실적적적

정부는 노후선대의 개선과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선질 개량 사업
(1964-19734)과 노후선 대체건조 사업(1955～1973)을 1975년부터 계획조선
사업(2003년부터 선대구조개선자금으로 명칭 변경)에 통합시켰다.이 사업은
외항해운육성방안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처음 계획에는 연안선박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1976년 해운항만청의 발족과 더불어 외항해운육성방안이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으로 개편되면서 연안선박도 포함되었으며,2003년부터 선대구조개
선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대구조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표표 222---111444>>>여여여객객객운운운송송송사사사업업업자자자 선선선대대대구구구조조조개개개선선선자자자금금금 융융융자자자조조조건건건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역역역
선선선정정정규규규모모모 75억원
융융융자자자대대대상상상 2005년도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신신신청청청자자자격격격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
융융융자자자재재재원원원 재정시설자금
자자자기기기자자자금금금 건조금액의 20%
상상상환환환조조조건건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이이자자자율율율///연연연 4.06%(변동금리)

※ 자료 :한국산업은행.2004.12.31.

현행 선대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는 해운조선 연계육성이라는 조선산업 발전 초
기에 도입된 선박금융제도이다.이제 해운업계 스스로 특히 연안해운업계의 선대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금융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선박금융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선박금융이 최신 경제선 확보 및 운영자금 지

원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기존 계획조선자금이 외항업체
들의 이용 부진으로 위축될 경우 연안해운업계가 주도적으로 업계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운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0년까지 선대구조개선자금 지원제도에 의한 연안여객선 건조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표표 222---111555>>>연연연도도도별별별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선선선대대대구구구조조조개개개선선선자자자금금금 건건건조조조실실실적적적

연연연 도도도 업업업 체체체 명명명 선선선 종종종 총총총톤톤톤수수수 자자자금금금집집집행행행액액액

’’’999444

진도운수(주) 차도선
차도선

96
171

480
800

해남운수사 차도선 86 760
대흥상사 차도선 167 700
조양운수(주) 차도선 137 945
신진해운 차도선 54 484

청산운수조합 여객선 171 700‘

’’’999555

(유)대양해운 여객선 190 680
고려개발(주) 여객선 130 600
재영해운 여객선 140 494
(유)대진해운 여객선 180 798

’’’999666

(주)대양해운 여객선 100 508
목포대흥상사 〃 250 960
(유)대부해운 〃 290 1,900
해남운수 〃 200 584

’’’999777

해남운수(주) 차도선 196 374
(주)대양해운사 〃 192 840
대부해운(주) 차도선 380 2,000

동양고속훼리(주) 여객선 - 1,500
’’’999999 평화해운(주) 여객선 100 540
’’’000000 풍양인터내셔널(주) 차도선 157 1,500

’’’000333
한림해운(주)
계림해운(주)
소안농협

차도선
〃

〃

240
300
350

1,450
1,850
700

※ 자료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2004.12.31.



제제제ⅢⅢⅢ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설설설문문문 및및및 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제제제111절절절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하여 여객선의 현행요금이 수송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타 육상교통 요금과의 차이와 그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
되는지를 규명하여 국가차원에서 그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정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와 농촌,육지와 섬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
하고 도서민의 정주권을 보장하여 이도현상을 방지하고 해운 물류산업의 발전
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하고자 총 400명의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여객선 사업자,해운조합직원,해운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66명의 응답자 중에서 유효 설문지 336부를 분석
하여 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한다.응답자의 성분은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여객
선 사업자,해운조합직원,관계 공무원,해운업 종사자로 구분하였고,응답자의
직급은 대표,임원급,부/차장,과장/대리,사원 등 가능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성별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54% 여자가
46%를 차지 하였으며,주거지역은 도서지역이 43%,육지가 57%였다.여객
선 운항구역의 분류에서는 편의상 육지와의 거리가 비교적 먼 거리인 제주도,
홍도,백령도,울릉도를 근해 구역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월평균 여객선 이용횟수는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172명이 1회,29%에
해당하는 98명이 2-3회,13%에 해당하는 42명이 3-4회,5회이상은 12%인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자자자료료료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빈빈빈 도도도 퍼퍼퍼센센센트트트(((%%%)))

111 조사대상

여객선 이용객
여객선 사업자
해운조합 지원
관계 공무원
해운업 종사자

222
36
44
12
21

66
11
13
4
6

222 직 급

대표(장)
임원
부/차장
과장/대리
사원

14
22
38
26
14

4
7
11
8
4

333 성 별 남자
여자

182
154

54
46

444 거주지 도서
육지

144
192

43
57

555 여객선
운항구역

도선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72
98
86
82

21
29
26
24

666 여객선
이용횟수

1회
2-3회
3-4회
5회 이상

172
98
42
24

51
29
13
7

<<<표표표 333---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실실실태태태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수수수준준준

<<<표표표 333---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수수수준준준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매매매우우우 적적적정정정 적적적정정정 인인인하하하 필필필요요요 대대대폭폭폭 인인인하하하

빈빈빈 도도도 - 8 114 214

퍼퍼퍼센센센트트트(((%%%))) - 2 34 64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328명이 인하 또는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222...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과과과 타타타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과과과의의의 운운운임임임 비비비교교교

<<<표표표 333---333>>>타타타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과과과 운운운임임임 비비비교교교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매매매우우우 비비비싸싸싸다다다 비비비싸싸싸다다다 적적적정정정하하하다다다 싼싼싼편편편이이이다다다

빈빈빈 도도도 240 96 - -

퍼퍼퍼센센센트트트(((%%%))) 71 29 - -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240명이 매우 비싸다고 답변하였으며,29%에 해
당하는 96명이 비싸다고 답변하였으며,적정하다 또는 싼편이라고 답변한 사
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3...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이이이 타타타 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 보보보다다다 비비비싼싼싼이이이유유유

<<<표표표 333---444>>>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이이이 비비비싼싼싼이이이유유유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사사사업업업자자자 폭폭폭리리리 시시시설설설비비비 과과과다다다 국국국가가가 지지지원원원이이이
적적적어어어서서서

국국국가가가 지지지원원원이이이
전전전혀혀혀 없없없어어어서서서

빈빈빈 도도도 42 60 70 164

퍼퍼퍼센센센트트트(((%%%))) 13 18 21 48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117명이 국가의 지원이 적거나 전혀 없어서 요금이
비싸다고 답변하였으며,18%에 해당하는 30명이 시설비 과다,13%에 해당
하는 21명이 사업자 폭리 때문에 비싸다고 조사되었다.

444...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인인인하하하율율율

<<<표표표 333---555>>>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인인인하하하율율율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111000%%% 222000%%% 333000%%% 444000%%%이이이상상상

빈빈빈 도도도 10 46 188 92

퍼퍼퍼센센센트트트(((%%%))) 3 14 56 27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188명이 30%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
며,40%이상 지원도 92명으로 27%로 조사되었다.



555...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인인인하하하시시시 관관관광광광객객객 증증증가가가율율율

<<<표표표 333---666>>>관관관광광광객객객 증증증가가가율율율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111000%%% 222000%%% 333000%%% 444000%%%이이이상상상
빈빈빈 도도도 196 86 42 12

퍼퍼퍼센센센트트트(((%%%))) 58 26 13 3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196명이 10% 가량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답변하였
으며,26%에 해당하는 86명이 20% 가량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666...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 인인인하하하시시시 도도도서서서민민민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증증증가가가율율율

<<<표표표 333---777>>>도도도서서서민민민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증증증가가가율율율

답답답변변변내내내용용용 111000%%% 222000%%% 333000%%% 444000%%%이이이상상상

빈빈빈 도도도 46 76 192 22

퍼퍼퍼센센센트트트(((%%%))) 14 23 57 6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192명이 30% 가량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답변하였
으며,23%에 해당하는 76명이 20% 가량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제제제333절절절 타타타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과과과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정정정부부부지지지원원원 차차차별별별 실실실태태태

111...타타타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수수수단단단별별별 지지지원원원실실실태태태

111)))인인인천천천지지지하하하철철철

가가가...이이이용용용자자자 및및및 운운운임임임수수수입입입 현현현황황황
인천지하철은 1999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2001년 이용자는 승하차

인원이 연간 9,908만 3천명에 달하고 있으며,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 다른 것
은 인천지하철이 수도권 지하철과 연계 운행되고 있어 이용자가 수도권 인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2000년 대비 2001년 이용자의 증가율은 20%의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2001년 운임수입은 337억원으로 전년대비 26.7%가 증
가되었다.

<<<표표표 333---888>>>인인인천천천지지지하하하철철철 여여여객객객수수수송송송실실실적적적
(단 :천명,백만원)

연연연 도도도 승승승차차차인인인원원원 하하하차차차인인인원원원 운운운임임임수수수입입입 비비비 고고고
111999999999 8,820 8,331 5,436 1999.12.운항개시
222000000000 42,477 39,851 26,618
222000000111 51,286 47,797 33,732

전전전년년년비비비 증증증가가가율율율(((%%%))) 20.7 20.0 26.7

※ 자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02년 통계연보 인천지하철수송
주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 다른 것은 인천지하철이 수도권 지하철과

연계 운행되고 있기 때문임

나나나...지지지원원원 근근근거거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및 제71조제2항 (보조금 등 지원)



다다다...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인천지하철의 총사업비(1992～1999)는 1조 6,831.73억원에 달하며 이의

재원별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표표 333---999>>>인인인천천천지지지하하하철철철 공공공사사사비비비 구구구성성성
(단위 :억원)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역역역 비비비 고고고
사사사업업업기기기간간간 1992～1999

사사사업업업비비비(((억억억원원원)))

총총총 액액액
국국국 비비비
시시시 비비비
부부부 채채채

16,831.73
5,935.90
4,851.01
6,044.82

(100.0)
(35.3)
(28.8)
(35.9)

※ 자료 :인천광역시,교통기획과 내부자료,()안 수치는 구성비(%)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의 원활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하철 건설비의 35%인
5,93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에서도 4,851억원(28.8%)을 지원하였음
인천광역시가 인천지하철공사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1998년 지하철이 운행

되기 전 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실적은 2002년까지 604억 84백만원에 달하며,원리금 상환금

액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바,3년간 지원금액은 3,151억 79백만원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현물출자(8,692.3억원)를 포함하여 인천시가 지하철공사

에 지원한 총 규모는 1조 2,448억 93백만원에 달하며,현물출자는 인천 지하
철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한 괘도,토목시설,전기,신호시설,역사 등 인천시
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평가하여 인천지하철공사에 이관한 것이다.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의 출자전환은 건설비 외에도 인천시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 금액이다.



<<<표표표 333---111000>>>인인인천천천지지지하하하철철철공공공사사사 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단위 :백만원)

연연연 도도도 합합합 계계계 운운운영영영비비비 원원원리리리금금금상상상환환환 현현현 물물물
합합합 계계계 1,244,893 60,484 315,179 869.,230
111999999888 2,300 2,300
111999999999 20,200 20,200
222000000000 126,332 13,301 113,031
222000000111 996,276 11,000 116,046 869,230
222000000222 99,785 13,683 86,102

※ 자료 :인천광역시,교통기획과

지난 3년간 인천시가 부담한 지하철 이용자 1인당 지원금액은 214만원에
달하며,이는 지하철 이용자에 대하여 연간 71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며,
지하철 건설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최소한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따라서 2001년 지하철 운행의 총 비용 중 이용자의 실부담 비율
은 2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표표 333---111111>>>지지지하하하철철철 이이이용용용자자자 111인인인당당당 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단위 :명,백만원)

이이이용용용자자자 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111인인인당당당 지지지원원원금금금액액액
165,140 353,163 2.14

※ 주 :1)이용자 수는 1인당 월 25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1년
승․하차인원을 합산하여 2로 나눈 수치임

2)지원실적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
년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함

3)현물출자는 제외



222)))버버버스스스(((인인인천천천시시시 사사사례례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은 오지지역(옹진군과 강화군)

의 공용버스 지원을 비롯하여 도시버스의 유류지원,대차비 지원 등 갖가지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가장 큰 지원은 도로건설비로 정부에서 부담하
여 버스업체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버스산업은 지속적인 수송수요 감소와 운송수입감소,운송비용의 증가,버스

요금의 물가정책과 연계한 조정으로 원가보상에 못 미치는 운임정책으로 인하
여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2001년 운송수지 적자가 약 8,900억원에 달하
고,2002년에는 1조 159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버스지원금 약 3,000억
원을 제한다해도 경영적자는 7,000억원에 달한다.

<<<표표표 333---111222>>>버버버스스스업업업계계계의의의 경경경영영영실실실태태태
(단위 :억원)

구구구 분분분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운운운송송송수수수지지지적적적자자자 5,700 8,926 10,015
버버버스스스지지지원원원금금금 286 2,168 3,000
경경경영영영적적적자자자 5,414 6,758 7,015

※ 자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해5도서 여객운임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003.10.p.40.

가가가...지지지원원원 근근근거거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제1항(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6조의 2(재정지원)
-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
한조례 제3조(재정지원대상)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건설교통부지침)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건설교통부훈령 제317호)

나나나...오오오지지지버버버스스스 운운운행행행
인천시는 옹진군의 5개 면에 9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강화면에서는 27개

의 벽지노선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2002년 지원금액은 4억 59백만원에 달
하고 있다.

<표표표 333---111333>>>인인인천천천광광광역역역시시시의의의 오오오지지지 버버버스스스운운운행행행 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합합합 계계계 옹옹옹 진진진 군군군 강강강 화화화 군군군
111999999999 200 122 78
222000000000 234 122 112
222000000111 420 226 194

222000000222 459 219 240

※ 자료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주 :1)옹진군은 5개면 9대의 공영버스 운영

2)강화군은 1999년 13개 노선에서 2000년 23개 노선,2002년
27개 노선으로 증가됨

다다다...인인인천천천시시시내내내 버버버스스스요요요금금금 할할할인인인지지지원원원
인천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1년 5월 1일부

터 학생할인과 교통카드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도 학생할인과 교통
카드할인에 대한 지원액은 각각 30억9천5백만원과 9억3천4백만원이다.
또한 지하철-버스간 환승할인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건당 할인액은 50원이다.



<<<표표표 333---111444>>>인인인천천천시시시내내내 버버버스스스요요요금금금 할할할인인인내내내역역역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222000000111 222000000222 비비비 고고고

계계계 3,251 4,063

학학학생생생할할할인인인111)))
교교교통통통카카카드드드할할할인인인222)))
환환환승승승할할할인인인333)))

2,750
501
-

3,095
934
34

2001.5.1부터 지원
〃

2002.11.1부터 지원

※ 자료 :인천광역시,대중교통과

라라라...인인인천천천시시시내내내 버버버스스스업업업체체체 지지지원원원
버스업체 지원은 유류보조금과 대․폐차비로 구분되고 있으며 2002년 유류

보조금은 16억 6,965만원이고 대․폐차비는 12억 5,200만원으로 총 29억
2,200만원이며,2001년 지원금액은 25억 6,400만원이다.

<<<표표표 333---111555>>>버버버스스스업업업체체체 지지지원원원내내내역역역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222000000222년년년 222000000111년년년
합합합 계계계 2,922 2,564

유유유류류류보보보조조조금금금 1,670 1,164

대대대․․․폐폐폐차차차비비비 1,252 1,400

※ 자료 :인천광역시,대중교통과

마마마...222000000222년년년도도도 버버버스스스지지지원원원 실실실적적적
인천광역시의 2002년도 버스지원실적은 오지버스 운행,버스요금할인,버스

업체 지원 등 합계 7,444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표표표 333---111666>>>인인인천천천시시시의의의 버버버스스스지지지원원원실실실적적적
(단위 :백만원)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 원원원 금금금 액액액 비비비 고고고
합합합 계계계 7,444

오오오지지지버버버스스스운운운행행행
버버버스스스요요요금금금할할할인인인지지지원원원
버버버스스스업업업체체체지지지원원원

459
4,063
2,922

옹진군,강화군

※ 자료 :인천광역시,대중교통과,2002.

333)))신신신공공공항항항 하하하이이이웨웨웨이이이 통통통행행행료료료 감감감면면면제제제도도도

가가가...통통통행행행료료료 감감감면면면제제제도도도의의의 도도도입입입배배배경경경
신공항하이웨이는 영종도와 연육하면서 건설된 고속도로로서 대체교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특히 영종도
및 북도면 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재원은 국고로 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신공항
하이웨이(주)에 지급하고 있다.

나나나...지지지원원원 근근근거거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① 2호(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간투자사업 협약
-신공항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는 바,민간투자사업계약에
수익보장 조항이 있으며,손실이 발생할 경우,국가에서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다다...감감감면면면기기기준준준
감면대상은 인천광역시 옹진군(북도면의 장봉도,신시도,모도)와 중구의 영

종,용유,운서동 주민 차량으로 세대당 2대까지다.
대상차종은 경차,승용차,2.5톤 미만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법인

소유 차량과 사업용 차량은 제외된다.감면기준은 고속도로 1일 왕복 1회(편도
2회,0～24시 기준)이며,감면횟수 초과차량은 정상요금 징수하고 있다.
시행일자는 2003.8.1부터이며 적절한 대체교통수단(지하철)이 확보될 시

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라라라...지지지원원원규규규모모모
주민차량의 l일 2회(1왕복)에 대하여 인천방향 통행료의 50% 감면하며 서

울방면 이용자는 3,100원을 지원하고 있다.연간 지원 금액은,주민차량당 월
25일 왕복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35억 2,350만원에 달한다.

<<<표표표 333---111777>>>신신신공공공항항항하하하이이이웨웨웨이이이 통통통행행행료료료 지지지원원원규규규모모모 추추추정정정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역역역 비비비 고고고

이이이용용용차차차량량량
옹진군(북도면) 241대
중 구 3,674대
계 3,915대

세대당 2대까지 인정

할할할인인인금금금액액액 1,500원/회

연연연간간간지지지원원원금금금액액액 3,523.5백만원 매월 25일 이용기준

재재재 원원원 국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 자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해5도서 여객운임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003.10.p.44.



444)))연연연육육육교교교 건건건설설설(((영영영흥흥흥대대대교교교 및및및 선선선재재재대대대교교교)))

한국전력(주)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부도와 영흥도를 잇
는 연육교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였으며 이 대규모 교량공사는 대부도와 선재
도를 잇는 선재대교와 선재도와 영흥도를 잇는 영흥대교로 총 1,800m,
1,323억원이 소요되었다.
해상교량 건설은 1km를 건설하는데 73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로 교

량의 관리는 옹진군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도서간 통행로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은 건설비용이 막대하여

불가능한 사업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할
때,도서와 육지간 여객선 운항지원은 도서생활권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경제적
인 사업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표표 333---111888>>>영영영흥흥흥---대대대부부부 대대대교교교 건건건설설설비비비
(단위 :억원)

구구구 분분분 길길길 이이이(((mmm))) 소소소요요요금금금액액액 kkkmmm당당당 소소소요요요금금금액액액
계계계 1,800 1,323 1,333

선선선재재재대대대교교교 550 270 491
영영영흥흥흥대대대교교교 1,250 1,053 842

※ 자료 :옹진군청,도로과

222...국국국내내내의의의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 사사사례례례
111)))제제제주주주도도도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 사사사업업업

제주도 북제주군은 2001년부터 여객선사의 경영압박에 따른 일부 항로의 폐
쇄 소지를 제거하여 도서주민의 안정적 연륙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자



주민에 대한 제주-추자 여객선 이용요금의 일부지원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원
하기 시작하였다.
제주-추자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추자면 주민에게 정액운임의 20%를 도비

와 군비로 절반씩 지원하고 있으며,2002년의 경우 당초 지원계획 4만 5천명
의 98%인 4만3천930명을 지원하였다.

<<<표표표 333---111999>>>추추추자자자도도도 주주주민민민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사사사업업업 실실실적적적
(단위 :명,천원)

구구구 분분분 계계계 획획획 실실실 적적적 비비비 고고고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45,000 43,930 98%
지지지 원원원 액액액 180,000 135,514 잔액 44,486천원

※ 자료 :제주도 북제주군.2002.
주 :예산은 도비 50%,군비 50%로 구성됨.

운임지원 결과 추자도 주민의 제주도 나들이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제주도와
추자도간 도서주민의 생활권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
고 있다.또한,2003년에는 남제주군에서도 가파도,마라도 2개 도서주민에
대한 운임지원이 시작되었다.

222)))인인인천천천광광광역역역시시시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 사사사업업업
인천광역시는 서해5도서 및 여객선을 2회 이상 타는 부속도서 주민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육지로의 이동을 도와주고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04년 6월부터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및 미법도,옹진군 백령,대청,소청,연평,

소연평,덕적면 부속도서(소야도,문갑도,굴업도,백야도,울도,지도)에 주민등
록을 둔 자이며,해당 노선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고 집행은 강화·옹진군에서 하고 있다.



333)))경경경상상상북북북도도도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 사사사업업업
경상북도의 최동단에 위치하여 육지와의 왕래가 불편한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승선일 기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자)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키로 조례제정을 하였으며,이 조
례는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444)))전전전라라라남남남도도도 도도도의의의회회회(((무무무등등등일일일보보보 222000000555...555...222888일일일자자자)))
2005.5.27일자 전라남도 도의회의 제2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군 출신 전남도의회 서정창의원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도서를 가진 전

남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는 연안여객선 운임에 대한 지원과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해서는 대책마
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이라도
전남도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임지원을
요구하였다.

333...주주주요요요 선선선진진진국국국 사사사례례례

111)))일일일본본본
가.일본정부는 이도항로도 국도 등과 동일하게 정부가 일정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아래 1952년에 이도항로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더욱이 이도진흥법에서 새로운 교통의 확보에 대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특
별 배려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동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이도항로 사업자수 현황은 1998년 264업체,2001년 278업체,
2002년 282업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표표표 333---222000>>>이이이도도도항항항로로로 사사사업업업자자자의의의 경경경영영영형형형태태태실실실적적적

구구구 분분분 민민민 영영영 제제제 333자자자 공공공 영영영(((지지지자자자체체체))) 합합합 계계계

사사사업업업자자자수수수(((111999999888년년년))) 169 31 64 264

사사사업업업자자자수수수(((222000000111년년년))) 183 32 63 278

사사사업업업자자자수수수(((222000000222년년년))) 179 35 68 282

주)제 3자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결손금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임
자료 :국토교통성 해사국 조사자료,각 년 4월 1일 현재,

다.한편,2003년 현재 취항 항로 수는 335항로이며 척수는 631척인
것으로 조사됨 이도항로의 여객 수송실적을 살펴보면,1996년에 7천 3백만에서
2001년 5천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수송거리도 줄어들고 있음.이는
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주 요인임.
이도항로사업의 경영현황은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임.2001년도 수지
현황은 전년도에 비하여,영업수입은 감소하였으나,영업 손익과 경상 손익이
각각 약 12억 엔과 약 22억 엔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222)))영영영국국국
가가가...일일일반반반사사사항항항

영국의 도서 수는 104개로 총면적 11,033㎢에 237천명이 거주하고 있으
며,해상운송의 경우 종래에는 본토와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현재는
도서간의 결합을 위해서 훼리 항로의 노선을 조정하였으며,화물선의 경우에는
작은 섬들간 상품의 직송을 위하여 1980년부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버스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항공교통의 경
우도 도서의회에서 매년 항공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나나...영영영국국국의의의 결결결손손손보보보조조조금금금 발발발달달달과과과정정정
○ 우리나라의 선박취항명령과 유사한 개념의 PSO(PublicServiceObligatio

n)9)를 기초로 하여 사후 정산제와 유사한 결손보조방식(Deficit Grant
System)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인구가 적은 도서지방에 해상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항로에 대하여 재무부교부금(Exchequer Grant)이 제공되고 있음. 즉,
1960년 벽지도서지방해운법(Highlands and Islands Shipping Services
Act,1960)및 1973년 스코틀랜드지방정부법(LocalGovernments(Scotland)
Act,1973)에 의하여 스코틀랜드 서부 벽지 및 도서지방(즉,Orkney 및
Shetland도서지방)에 취항하는 선사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됨.
이 보조금은 해당항로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의 제공과 운임 경감을 도모하

기 위한 것임.

<<<표표표 333---222111>>>영영영국국국의의의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현현현황황황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 지지지 역역역 항항항 로로로 운운운영영영선선선사사사
NNNooorrrttthhheeerrrnnn
IIIrrreeelllaaannnddd
EEExxxeeecccuuutttiiivvveee

Northern
Ireland

1개 항로
(Ballycatle-Rathlin)

CaledonianMacbrayne
(staleownedcompany)

SSScccooottttttiiissshhh
EEExxxeeecccuuutttiiivvveee

Northern
Ireland

3개 항로
(Mainland-Orkney/Shellands)
(항로 현황 유첨)

Northlink
(입찰제 시범실시)

Clydeand
WesternIsles

26개 항로
(Goorock-Dunoon등)
(항로 현황 유첨)

CaledonianMacbrayne
(staleownedcompany)

주 1)지방정부에서 PSO line운영
주 2)North link는 1851년 PSoline운영을 위해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보조항로 운영공사임.

9)PSO란 경제적 이유로 운항을 기피하는 선사에 대해 항로의 지속성,규칙성,적정 수송
능력 및 적정운임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을 말한다.



다다다...스스스코코코틀틀틀랜랜랜드드드 정정정부부부의의의 보보보조조조항항항로로로 입입입찰찰찰제제제 추추추진진진
○ EU지침에 의해 경쟁원리 등의 도입 권고 및 1979년 대처 정부 출범이

래 추진된 민영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운영효율이 저하되어 제도개선 추진
○ 1997년 NorthernIsles지역의 3개 항로에 대해 입찰제를 시범 실시하

였으며,WesthernIsles지역의 26개 항로는 2005년 입찰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
-NorthernIsles지역의 입찰은 1998년 실시되어 참여 23개사 중 North

link사로 낙찰되어 2000년 12월에 계약기간 5년(2002.10～ 2007.09)으
로 체결
○ 항로보조 관리방법
-입찰에 의해 결정된 기본 보조금인 BasicGrant를 기본으로 하여 유류비

등 비경영적요소의 급변에 대한 보조금인 MaterialChange,일정수준 이상
의 수익발생시 보조금 감액방식으로 일부수익을 환수하는 Clawback,환자 응
급수송 등의 보조금을 조정하는 ReliefEvent등 4대 요소로 관리하고 있음.
-매일의 운항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민원발생시 암행감찰로 확

인하고,연착 /자의적 운항 취소시 차년도 보조금 삭감방식으로 벌금을 부과
하고 기타 서비스 불편사항은 협의에 의해 시정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
리를 하고 있음.



제제제ⅣⅣⅣ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의의의 저저저해해해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표표표 444---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 저저저해해해요요요인인인

전전전 혀혀혀
동동동의의의하하하
지지지 않않않음음음

동동동의의의
하하하지지지
않않않 음음음

별별별 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하하하
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그그그 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약약약 간간간
동동동의의의함함함 동동동의의의함함함 매매매 우우우

동동동의의의함함함
정정정부부부 및및및
지지지자자자체체체의의의

재재재정정정지지지원원원 미미미흡흡흡

빈빈빈 도도도 56 106 174
퍼퍼퍼센센센트트트(((%%%))) 17 31 102

높높높은은은 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

빈빈빈 도도도 12 50 144 130
퍼퍼퍼센센센트트트(((%%%))) 3 15 43 39

여여여객객객선선선업업업체체체의의의
영영영세세세성성성

빈빈빈 도도도 18 40 174 104
퍼퍼퍼센센센트트트(((%%%))) 5 12 51 30

터터터미미미널널널 등등등
편편편의의의시시시설설설 미미미흡흡흡

빈빈빈 도도도 18 12 46 154 106
퍼퍼퍼센센센트트트(((%%%))) 5 4 14 46 31

종종종사사사자자자들들들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미미미흡흡흡

빈빈빈 도도도 24 50 20 36 140 66
퍼퍼퍼센센센트트트(((%%%))) 7 15 6 11 41 20

운운운항항항 정정정시시시성성성
미미미확확확보보보

빈빈빈 도도도 12 30 12 50 120 106
퍼퍼퍼센센센트트트(((%%%))) 5 9 4 15 36 31

유유유류류류비비비 등등등
선선선박박박의의의 운운운항항항
원원원가가가 상상상승승승

빈빈빈 도도도 14 46 24 74 102 76
퍼퍼퍼센센센트트트(((%%%))) 4 14 7 22 30 2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미흡이 저해요인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280명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7%도
약간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높은 여객선 운임 또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274명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20%도 약간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미흡과 높은 여객선 운임은 연안여객선 대
중교통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선 업체의 영세성 및 터미널 등 편의시설 미흡은 전체의 81%에 해당하

는 278명과 77%에 해당하는 260명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조사되었다.
불규칙한 일기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연안 여객선의 정시성 미확보

도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이 본 설문을 통하여 동의 또는
매우 동의로 67%가 나타났으며 선원 등 종사자의 서비스 미흡은 전체의 61%
에 해당하는 206명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
다고한 답변도 28%에 달하였으며,홍보미흡은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178명
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한 답변도
42%에 달하는 등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사사사업업업활활활성성성화화화의의의 저저저해해해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업업업체체체의의의 영영영세세세성성성

자본금 규모는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38개업체로 6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연안여객선업체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척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여객선을 확보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연안여

객선업체의 특성상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자본금 규모가 너무나도 미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영수지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표표 444---222>>>자자자본본본금금금 규규규모모모별별별 현현현황황황

계계계 111억억억원원원미미미만만만 111～～～333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333～～～555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555～～～111000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111000억억억원원원
이이이상상상 개개개 인인인

666000(((개개개사사사))) 4 27 7 6 13 3

※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16.

선박보유 척수는 2척미만을 보유한 업체가 39개업체로 65%를 차지하고 있
어 효율적인 선박운항이 곤란한 실정이다.

<<<표표표 444---333>>>선선선박박박보보보유유유 척척척수수수별별별 현현현황황황

계계계 111척척척 222척척척 333척척척 444척척척 555척척척 666척척척 777척척척이이이상상상

666000(((개개개사사사))) 26 13 3 7 6 1 4

※ 자료 :한국해운조합,연안여객선 및 업체현황,2004.12.31p.16.

222...연연연육육육···연연연도도도사사사업업업 현현현황황황

연육․연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연안여객선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
려가 커지고 있으나 보상관련 법규 미비로 적정 보상비를 수령하기 곤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민은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권이 상실될 경우 영세어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

서 국가가 보상금 지급하고 있으며10)일본은 1981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하여

10)수산업법 제81조.



연육․연도사업에 따른 여객선사업자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연육․연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표표 444---444>>>전전전라라라남남남도도도 신신신안안안군군군 연연연육육육․․․연연연도도도 계계계획획획

-총 7개소 20,610m,소요사업비 1조 992억원

구구구 분분분 교교교량량량수수수 연연연 육육육 교교교 명명명 길길길이이이(((mmm)))소소소요요요예예예산산산(((억억억원원원)))

공공공사사사중중중 4개소 암태/팔금,목포/압해,
압해/운남,사옥/증도 11,460 4,111

추추추진진진중중중 2개소 지도/임자,하의/신의 2,450 1,281

추추추 진진진
예예예 정정정 1개소 새천년대교 6,700 5,600

※ 자료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2004.12.31.

<<<표표표 444---555>>>거거거가가가대대대교교교 건건건설설설계계계획획획

구구구 간간간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 부산 강서구 가덕도
규규규 모모모 8.2㎞(왕복 4차로)
사사사 업업업 비비비 14,469억원(재정지원 4,473,민자 9,996)
사사사업업업기기기간간간 2003년 ～ 2010(공사 6년,운영 40년)
시시시 행행행 자자자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시시시 공공공 자자자
대우건설 40%,대림산업 19%,두산건설 12%,SK건설 8%,
고려개발,보성건설,신동아건설,한일건설 각 5%,
원하종합건설 1%

※ 자료 :경상남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2004.12.31.



<<<표표표 444---666>>>완완완도도도군군군 연연연육육육․․․연연연도도도 추추추진진진 상상상황황황
(단위 :백만원)

구구구분분분 연연연육육육․․․연연연도도도교교교
구구구 간간간 사사사업업업량량량 사사사업업업비비비 사사사업업업기기기간간간 비비비 고고고

공공공사사사중중중

노화이포
～

보길부황리

교량 :620m
접속도로 :1,404m 49,918

2000.6
～

2007.6.15

진도
50%

완도가용
～

신지송곡

교량 :1,020m
접속도로 :1,295m 80,400

1997.10.25
～

2005.12.30

진도
85%

고금가교
～

강진마량

교량 :760m
접속도로 :3,955m 65,100

1999.2.12
～

2007.2.12

진도
41%

금일소랑
～

금일사동

교량 :1,300m
접속도로 :2,000m 11,500

2003.5.2
～

2007.5.7

진도
60%

추추추진진진예예예정정정
신지송곡
～

고금상정

교량 :2,020m
접속도로 :1,186m 65,000 2007년도

계 획

타당성
조사
용역
건의

※ 자료 :완도군(강혁필),2004.12.31.



<<<표표표 444---777>>>연연연육육육․․․연연연도도도 관관관련련련 선선선사사사 현현현황황황
연연연육육육교교교 업업업 체체체 명명명 대대대표표표자자자 운운운항항항구구구간간간 보보보유유유선선선박박박 정정정원원원 비비비 고고고

거거거가가가대대대교교교

(주)서경 박홍진 부산-고현 골드코스트 120

공사중

부산-장승포 뉴아카디아 306
서경해운 박홍진 부산-장승포 로얄페리 280

청해진해운(주) 안명수 부산-장승포 데모크라시1 294
부산-옥포 페레스트로이카 346

(주)온바다 박종철 부산-고현 세월따라 163
(주)성우페리 황호현 진해-구영 성우페리 250

대양선하(주) 양인규 진해-실전 대양카훼리1 212
대양카훼리2 190

풍양인터내셔날 김명재 진해-간곡 거제아일랜드 245
사사사옥옥옥///증증증도도도 (유)재영해운사 나기주 증도/송도 1증도 120 공사중

지지지도도도///임임임자자자 임자농협 김대현 진리/점암 임자농협1 245 추진중임자농협2 145

새새새천천천년년년
대대대 교교교

신안농협 정정태 목포/암태 신안농협페리 26

추진
예정

목포대흥상사 성용산
목포/암태

대흥페리 270
대흥페리5 315
대흥페리9 396

도초/목포 대흥페리3 345
안좌농협 김왕웅 목포/안좌 안좌농협카훼리 47
비금농협 명복수 목포/가산 비금농협카훼리 50
도초농협 김경식 목포/도초 도초농협카훼리 50

신신신지지지대대대교교교
(주)풍진해운 장춘옥 완도-임촌 풍진훼리 3호,5호 130

공사중
(주)풍진해운 장춘옥 완도-강독 풍진훼리 3호,5호 130

가가가교교교///마마마량량량 금일농협 김기춘 마량-금일 금일고속 외3 450 공사중
신신신지지지///고고고금금금 (주)풍진해운 장춘옥 강독-상정 풍진훼리 3호,5호 130 추진

예정
※ 자료 :경상남도,전라남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2004.12.31.



333...도도도서서서인인인구구구 감감감소소소 추추추이이이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서인구 대폭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80년 3,812만명에서 1990년 4,287만명,1997년에

는 4,599만명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도서지
역인 신안군의 인구는 1969년 174,569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보인이래 1980
년 13만명에서,1990년 10만 2천명,1997년에는 5만 6,900명 2004년
47,64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도군은 1974년 146,743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보인이래 1980년

126,732명 1985년 111,200명 1990년 85,793명 1995년 74,033명 1997
년 69,431명 2004년 69,141명으로 최고 인구수에서 2004년 기준으로 신안
군은 73% 완도군은 6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 기 완공된 연도교는 1989년 준공된 팔금도-안좌도간 신안1교,

1996년 준공된 자은도와 암태도간 은암대교,1996년 준공된 비금도와 도초도간
서남문대교 등이 있다.
공사중인 사업은 팔금도-암태도간,증도-사옥도간 목포시-압해도간,기본조

사가 완료된 사업으로는 압해도-운남간이 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지도-임자도간,신의도-하의도간이 있다.이밖에 계획되

고 있는 사업은 증도-자은도간,하의도-능산간,능산-대야도간,대야도-도초도
간,상태도-소맥금도간,소맥금도-맥금도간,맥금도-장산도간,자라도-장산도
간,압해도-팔금도간이다.
이러한 연육․연도교 사업이 모두 완공될 경우,신안군은 연육․연도교로 단

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1980년～1990년간 인구가 년 평균 2.4% 감소되었

고,1990년～1997년간에는 년 평균 8.0% 1997～2004년간에는 년 평균 2.5%
씩 감소함에 따라 연안여객항로의 원천적인 도서민 수요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표표표 444---888>>>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총총총인인인구구구 및및및 신신신안안안군군군 인인인구구구 추추추이이이
(단위 :천명.%)

구구구 분분분 111999888000 111999888555 111999999000 111999999555 111999999777 222000000444
증증증감감감율율율(((년년년 평평평균균균)))

111999888000
～～～999000

111999999000
～～～999777

111999999777
～～～000444

총총총 인인인 구구구 38,12440,80642,86945,09345,99149,053 +1.2 +1.0 +0,9

전전전라라라남남남도도도 3,779 3,748 2,507 2,066 2,166 1,986 -4.0 -2.0 -1,2

신신신 안안안 군군군 130.0 115.0 102 62.9 56.9 47.6 -2.4 -8.0 -2.5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4.

또한 도서지역은 도서와 육지간 뿐만 아니라 도서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으
며,도서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공간상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적
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또한 도서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은 산간오지 등 육상
의 다른 낙후지역과는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발전은 육지와 도서간의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떠

한 방법으로도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특히 요즘 사회적 분
위기가 wellbeing을 강조하고,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섬 지역을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도서지역의 자체 개발 계
획 수립도 육지와 도서지역간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문제는 도서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여객

선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완도군은 연육사업으로 신지대교(완도가용-신지송곡)가 2005.12.30



준공예정이며 고금대교(강진마량-고금가교)가 2007.2.12준공예정으로 공사
가 진행중이며,연도사업으로 노화이포-보길 부황리가 2007.6.15준공예정
이고 금일 소랑-금일사동이 2007.5.7준공계획으로 진행중이다.그리고 신
지송곡-고금상정간에 교량 2,020미터를 가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다
수의 여객선과 도선이 항로를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인구면에서는 1980년～
1990년간 년 평균 3.8% 1990년～1997년간 년 평균 3% 1997년～2004년
간 년 평균 2%가 감소함에 따라 연안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
이다.

<<<표표표 444---999>>>완완완도도도군군군 인인인구구구추추추이이이
(단위 :천명.%)

구구구 분분분 111999888000 111999888555111999999000111999999555111999999777 222000000444
증증증감감감율율율(((년년년 평평평균균균)))

111999888000
～～～999000

111999999000
～～～999777

111999999777
～～～000444

완완완도도도군군군 126.7111.2 85.8 74.0 69.4 60.1 -3.8 -3 -2

※ 자료 :완도군(강혁필),2004.12.31.



제제제ⅤⅤⅤ장장장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그그그 방방방안안안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11...이이이용용용객객객 운운운임임임부부부담담담 가가가중중중

도서민을 비롯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이용객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원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여객선의 운임체계에서 타 교통수
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도서민은 경제적으로도 년평균 소득이 (표 5-1)과 같이 도시가구의 약

67%에 불과한 낮은 소득수준에서 (표 5-3)과 같이 해상교통비로 시내버스의
약 10배를 부담하고 있으며,소득대비 교통비 부담율은 15배라 할 수 있다.
(근거 :1÷0.67×10=15)또한 (표 5-4)와 같이 백령도 주민의 인천까지 여
객선 운임은 편도 34,750원이며 인천시내 대중교통요금 900원과 비교하면
38.6배 이므로 소득대비 교통비 부담율은 58배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근거 :1÷0.67×38.6=58)특히 홍도의 주민이 생필품 구입 등
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인 목포지역에 갈 경우 목포/용산간(왕복)의 KTX
요금(82,200원)보다,㎞당 여객운임도 2.24배에 달하고 있어 도서지역의 유일
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비용은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는 여객선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

로 척당 50억원 이상 고가의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이도현상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자는 최소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비교적 높은 요금을 수수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표표표 555---111>>>도도도시시시가가가구구구와와와 어어어가가가소소소득득득 비비비교교교
어어어가가가소소소득득득 도도도시시시가가가구구구 소소소득득득 비비비 고고고

23,916천원 35,544천원 67%

※ 자료 :2004년 해양수산통계연보,p.122.

<<<표표표 555---222>>>KKKTTTXXX와와와 여여여객객객선선선 키키키로로로미미미터터터당당당 운운운임임임비비비교교교(((222000000555년년년)))
(단위 :키로미터,원)

구구구 분분분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목목목포포포///홍홍홍도도도))) KKKTTTXXX(((목목목포포포///용용용산산산)))
운운운 임임임 58,100 82,200
거거거 리리리 127.8 404.4

킬킬킬로로로미미미터터터당당당 운운운임임임 455 203

※ 금액은 왕복 기준

<<<표표표 555---333>>>서서서울울울시시시내내내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요요요금금금과과과 여여여객객객선선선의의의 평평평균균균 운운운임임임비비비교교교(((222000000444년년년)))

구구구 분분분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버버버 스스스 비비비 고고고

평평평균균균요요요금금금 8,982원 900원 10배

※ 1.여객선과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각 1회 이용할 경우(단순비교)
2.2004년도 여객선 평균1회 이용요금은 8,982원임.

<<<표표표 555---444>>>여여여객객객선선선 지지지역역역별별별 운운운임임임비비비교교교(((222000000555년년년)))

구구구 분분분 울울울릉릉릉도도도 백백백령령령도도도 홍홍홍 도도도
도도도서서서민민민(((왕왕왕복복복))) 79,400원 69,500원 58,100원

444인인인가가가족족족 기기기준준준 317,600원 278,000원 232,400원

일일일반반반인인인(((왕왕왕복복복))) 102,200원 87,400원 65,200원

※ 금액은 왕복 기준



그러나 타 교통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항공 등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사
회간접자본을 투입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도,유독 해상교통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2...정정정부부부차차차원원원의의의 인인인식식식전전전환환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재 우리나라 여객선 운송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스피드 시대에 여객선의 현대화로 초쾌속선을 투입함에
따라 선가의 고수준과 운항비의 상승으로 요금수준은 원가보상원칙에 따라 책
정됨에 따라 높은 수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렴한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항로의 높은 운임은 운임 부담능

력이 부족한 도서주민을 교통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예상 밖의 불평등한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필요한 경우,운임수

준 적정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개입의 평가 기준으로 ① 적당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금수준 유

지-이용자의 부담이 적당해야 함.② 교통서비스도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③ 교통빈곤층의 부담을 줄여 교
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위 3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도서주민의 운임부담 수준이 육지부 주민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여객선 운항사업도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서주

민은 같은 국민으로써 여객선 운항사업도 대중교통 정책에 포함시켜 도서주민
들이 해상교통서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적당한 가격(운임)에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33...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 타타타당당당성성성
지하철,버스,여객선의 요금수준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데는 운송수단의 원

가구성요소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으나 버스의 경우,도로시설은
일부 유로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 또는 지방비로 건설되어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요금도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서민 대중의 부담경감을 위해,
각종 지원을 통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서 국가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50% 할인지원은
운영손실로 인정,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은 아직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관계로,비록 도서주

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운임이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있어,도서주민의 운임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육사업은 도서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가장 확실한 방안이나,사업비

가 과중하여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 판단된다.
과중한 해상교통운임의 부담은 도서주민의 생활 및 경제 활동권을 제약시킴으로
써 도서주민의 자유 이동권과 소득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높은 해상운임은 도서를 찾는 육지부 관광객의 도서관광을 제약시킴으

로 도서관광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비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해

상운임은 도서주민과 육지부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시킴으로써 도서
개발 및 도서주민 소득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운임부담 능력이 부족한 도서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으로써 공공교

통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됨으로 도시지역과 육지부와 연결하
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연안여객선으로서 도서주민과 육지부 주민간의 이동권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서



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운임인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여객선사의 자율적인 내부보조 장치인 도서주민 20% 할인제도는 도서

주민의 이동권․생존권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정책으로 개편하여 도서주민의 최소한 이동권과 경제활동 보장,지역
경제발전과 육지부와 도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상교통도 대
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개편하여 현행 해상교통 운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상교통요금의 운임수준은 도서주민도 동일한 국민인 만큼 정부의

정책목표,도시교통(지하철과 버스)요금수준,저속 여객선과 초쾌속선의 운항
원가,국민들의 요구수준,정부의 재정능력,도서주민의 소득수준과 운임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 방방방안안안

111...기기기본본본추추추진진진 방방방안안안
육지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여

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높
은 운임으로 인하여 도시와 도서간에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교류활동에 있어서
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의 활성화 제고 및 국
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11)))정정정책책책이이이념념념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222)))지지지원원원방방방안안안

-여객선 운임의 일부(30~50%)를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333)))지지지원원원근근근거거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일부 개정 하
여 지원근거 마련

222...세세세부부부 추추추진진진방방방향향향 및및및 소소소요요요재재재원원원 규규규모모모추추추정정정

111)))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이이이용용용객객객 및및및 운운운임임임 추추추정정정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화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예산소요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매출액 및 이용객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10년간 매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약 1,000억원으로 150% 정도 증가

하였으며,이용객 수는 787만명에서 1,060만명으로 약 35%(매년 3.07%)가
증가되었음을 <표 5-5>에서 알 수 있다.



<<<표표표 555---555>>>내내내항항항여여여객객객운운운송송송사사사업업업 이이이용용용현현현황황황
(단위:백만원,천명)

111999999444 111999999555 111999999666 111999999777 111999999888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매매매출출출액액액 40,027 52,662 63,662 67,370 61,321 68,937 78,357 79,121 80,712 91,938 95,640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7,869 8,702 9,413 9,899 8,277 9,052 9,702 9,340 9,460 10,336 10,648

※ 자료:한국해운조합

<<<그그그림림림 555---111>>>내내내항항항여여여객객객운운운송송송사사사업업업 이이이용용용현현현황황황

((((단위단위단위단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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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의 매출액은 2000년 이후 섬주민의 감소 및 경기침체의 여
파로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03년은 SARS및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연안여객 운임은 1993년 신고제가 된 후부터 운임을 업체에서 결정하고 있

어서 전체적인 운임상승률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전체매출액을 이용객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운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는 큰 변동이 없이 물가상승률 정
도로 상승하였다.



<<<표표표 555---666>>>승승승객객객 111인인인당당당 운운운임임임 및및및 상상상승승승률률률
(단위:원,%)

<표 5-6>의 1인당 운임 및 운임상승률을 바탕으로 추정한 향후 승객 1인당
운임의 추정치는 <표 5-7>및 <그림 5-2>와 같다.

<<<표표표 555---777>>>승승승객객객 111인인인당당당 운운운임임임 추추추정정정치치치
(단위:원)

222000000555 222000000666 222000000777 222000000888 222000000999 222000111000

111인인인당당당 운운운임임임 9,507 10,064 10,652 11,276 11,935 12,633

※ 주 :매년 평균운임상승율은 5.85%임.

<<<그그그림림림 555---222>>>승승승객객객 111인인인당당당 운운운임임임의의의 전전전망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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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4년까지는 실제치이며,2005년부터는 예측치임.

111999999444 111999999555 111999999666 111999999777 111999999888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평평평 균균균
운운운 임임임 5,087 6,052 6,763 6,806 7,409 7,616 8,077 8,471 8,532 8,895 8,982

운운운 임임임
상상상승승승률률률 - 19.0 11.8 0.6 8.9 2.8 6.1 4.9 0.7 4.3 1.0



222)))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수수수요요요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및및및 기기기대대대효효효과과과
운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이용객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이 경우 정부의 총부담액은 당초 매출액에다 정부의 정해진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부담과 운임하락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분만큼
늘어난 정부 부담의 합이 된다.따라서 운임 보조 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
의 변화,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탄력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으로 본 추계에서는 과거 조사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이용객 증가율은 설문조사 결과 여객선 운임을 30% 인하할 경우 도서

주민의 경우에는 29%,외지 일반이용객의 경우에는 9%의 이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체 이용객 중 도서지역 주민의 비중(약 40%)을 감안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과 외지 일반이용객의 운임할인에 따른 이용회수 증가율을 가중평
균하면 <표 5-8>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표표 555---888>>>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 인인인하하하시시시 이이이용용용회회회수수수 증증증가가가율율율
(단위 :%)

도도도서서서 주주주민민민 외외외지지지 일일일반반반이이이용용용객객객 평평평 균균균
탑탑탑 승승승 자자자 비비비 중중중 40 60 -

이이이용용용회회회수수수 증증증가가가율율율 29 9 17
※ 주 :여기에서의 인하율은 도서주민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인 할인율

20%를 포함함.

즉,운임을 지원하는 경우 과거추세에 따른 예측치에 비교하여 17% 만큼의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11)

11)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해5도서 여객운임실태조사서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표 5-9>및 <그림 5-3>과 같다.

<<<표표표 555---999>>>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추추추정정정치치치
(단위 :천명)

222000000555 222000000666 222000000777 222000000888 222000000999 222000111000

과과과거거거 추추추세세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예예예측측측치치치 10,975 11,312 11,659 12,017 12,386 12,767

운운운임임임지지지원원원을을을
감감감안안안한한한예예예측측측치치치 10,975 13,235 13,641 14,060 14,492 14,937

<<<그그그림림림 555---333>>>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의의의 전전전망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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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세에 따른 예측치

운임지원에 따른 여객수 증가를
감안한 예측치

※ 주 :2004년까지는 실제치이며,2005년부터는 예측치임.



333)))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및및및 매매매출출출액액액의의의 추추추정정정치치치
<표 5-7>및 <표 5-9>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매출액의 추정치는 다음의

<표 5-10>과 같다.
2006년 시행한다고 추정하고 이용객 수가 2006년부터는 연간 17%씩 증가

한다고 가정한다.

<<<표표표 555---111000>>>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및및및 매매매출출출액액액 추추추정정정치치치
(단위 :천명,원,백만원)

222000000555 222000000666 222000000777 222000000888 222000000999 222000111000
이이이용용용객객객 수수수 10,975 13,235 13,641 14,060 14,492 14,937
111인인인당당당 운운운임임임 9,507 10,064 10,652 11,276 11,935 12,633
매매매 출출출 액액액 104,339 133,197 145,304 158,541 172,962 188,699

※ 주 :이용객 수는 운임지원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한 것임.

444)))연연연도도도별별별 부부부담담담예예예상상상액액액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가 시행될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을 위하여 <표 5-11>과 같이 30%일 경우 2006년 399억 5,900만원을 비롯
하여 향후 5년간 2,396억 1,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것
이며 50%일 경우 3,993억 5,2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표표 555---111111>>>연연연도도도별별별 추추추계계계비비비용용용
(단위 :백만원)

222000000666 222000000777 222000000888 222000000999 222000111000 합합합 계계계
매매매 출출출 액액액 (((AAA))) 133,197 145,304 158,541 172,962 188,699 798,703
부부부담담담예예예상상상액액액
(((AAA×××000...333))) 39,959 43,591 47,562 51,889 56,610 239,611

※ 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임.
∴ 연도별 부담예상액 합계 = 2,396억 1,100만원.



제제제333절절절 기기기타타타 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조조조사사사 의의의견견견

가.도서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나.운항횟수를 늘려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섬 지역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운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관광객과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차등하여야 한다.
마.여객선 시설을 현대화 하여야 한다.
바.서비스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선원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아.터미널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제제ⅥⅥⅥ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요요요약약약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장애
인,저소득층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이는 이른바 PSO(PublicServiceObligation)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PSO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2)
예를 들면,낙도보조항로에 대한 손실,오지 또는 벽지주민을 위한 버스운송

에 대한 손실보전,장애인,노인,군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지하철 및
철도운임 할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현재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의 교
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 운임할인에 따른 경영손
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서민에 한하여 운임의

20~30%를 보조해 주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지방조례를 제정코자 하고 있으
나 도서민에 한하여 보조해 줄 경우 도시와 도서와의 교류,도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유치 및 관광객 수요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목적한 바의 도서개발 및 도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이용객의 운임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요구되며,지
방제정의 한계와 취약성으로 보아 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

12)日本,『해사산업연구소보』.227호.



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연구에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운임지원의 적정 수준,시행방안,재정지원 규모 등에 관한 구
체적인 대안을 5장 2절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 현실화 된다면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리
라 믿는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표본의 문제이다.본 연구는 목포,완도 등 각 지역별 터미

널에서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도서민과 관광객을
별도 구분하여 대중교통화 방안에 대하여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관련법이 개정된

다 하더라도 연간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가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보다 정교한 설문지 개발에 의거 응답상의 오류를 줄이고 구조방정식

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후속연구를 통하여 축적될 대중교통화 반안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
로 인식하고 지원하므로써 도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원활한 여객선 이용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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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방안」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자료는 본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윤종록
jnyun@chosun.ac.kr(018-611-6824)

연구자 이 용 섭
pjship@naver.com (011-627-1172)



1. 귀하는?( )
① 여객선 이용객 ② 여객선 사업자
③ 해운조합 직원 ④ 공무원
⑤ 해운업체 종사자 ⑥ 기타

2. 귀하의 직급은?( )
① 대표(장) ② 임원 ③부/차장
④과장/대리 ⑤ 사원

3.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가 현재 생활하고 계신 곳은?( )
① 도서지역 ② 육지

5. 귀하가 이용하시는 선박의 운항구역은?( )
① 도선구역 ② 평수구역 ③ 연해구역 ④ 근해구역

6.귀하는 한달 (1개월)에 몇 회 정도 여객선을 이용하십니까?( )
① 1회 ② 2-3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ⅠⅠⅠ 응응응답답답자자자 인인인적적적 및및및 기기기본본본사사사항항항



ⅡⅡⅡ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대대대중중중교교교통통통화화화 저저저해해해요요요인인인

***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VVV표표표하하하거거거나나나 해해해당당당 번번번호호호를를를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11 222 333 444 555 666 777
전전전혀혀혀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별별별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약약약간간간 동동동의의의함함함 동동동의의의함함함 매매매우우우 동동동의의의함함함

1.여객선업체의 영세성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2.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미흡이연안여객선대중교통화에저해요인이된다.(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3.선원 등 종사자들의 서비스 미흡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4.높은 여객선 운임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5.여객선 운항통제 등으로 운항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해요
인이 된다.(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6.유류비 등 선박운항원가 상승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7.도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 등의 편의시설 미흡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에 저
해요인이 된다 (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ⅢⅢⅢ 연연연안안안여여여객객객선선선 운운운임임임수수수준준준

1.현행 여객선 운임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정하다
② 적정하다
③ 인하가 필요하다
④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2.현행 여객선 운임을 버스,지하철 요금등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싸다
③ 적정하다
④ 싼편이다

3.여객선 운임이 버스,지하철 등 요금 보다 비싼 이유는 ?( )
① 여객선 사업자의 폭리 때문이다
② 여객선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③ 이용객의 운임에 국가의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④ 이용객의 운임에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4.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하여 운임을 인하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이상

5.운임이 인하될 경우 관광객 이용율은 얼마나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이상

6.운임이 인하될 경우 도서민 이용율은 얼마나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이상

7.상기 항목 이외에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저해요인을 간단하
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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