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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명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활용 기획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 동해 가스전 임무 종료로 IMO 규정에 따른 구조물 폐기 시점 도래 

o ‘21.6월 가스 생산 완료 시 폐기 예정 (폐기 비용 약 1,300억 원 추정)

o (경제적 필요성) 국가적 자산으로서 동해 가스전을 폐기하는 대신 재활

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 실현 필요

o (과학적 필요성) 동해 연구 중요성에 비해 선진 해양연구를 위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기반 미비로 신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필요 

-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 해양환경변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ㅇ (산업적 측면) 수중로봇, 첨단 해양장비 등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 및 해양구조물 시장 확대: 산업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 

□ 연구개발 시급성 

o 동해 가스전의 가스 채굴 기간이 ‘21.06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IMO 규

정에 의해 일정 기간 이내에 해체 또는 별도 활용계획 수립 필요 

o 동해 가스전의 해양분야 활용계획을 ‘20년까지는 완료하여 ’21년 이후 산

업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울산시 등과 공동 활용 방안 도출 필요

o 실행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 필요 

3. 기술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o 자원개발에 활용된 해양플랫폼 국외 활용 사례 

- (영국, 스페인) NOC, PLOCAN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과학조사 분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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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르네오섬) 해양 플랫폼의 어초 및 해양관광 용도 활용 등

o 국내에서는 해양플랫폼을 활용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으로 3개 해양과

학기지가 운영 중에 있음 

o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시설 전환 추진을 위해 해양과학기지로 전환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는 울산시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o 해양과학기지로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필요하며, 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어 있음 

o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동해 가스전 활용 기능에 따른 해양이용 상

충과 환경변화 반영 필요

4. 연구개발 범위 및 내용

o 본 기획연구에서는 동해 가스전에 대한 해양과학분야 활용 방안을 조

사하고 그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자 함 

o 기획연구의 개발 범위는 해양수산부 업무 영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부

분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3개의 성과목표 도출 

- 성과목표1: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동향 및 수요 분석

- 성과목표2: 동해 가스전 활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도출

- 성과목표3: 동해 가스전의 용도 전환에 따른 타당성 분석 

o 동해 가스전 해역의 해양학적 중요성 검토 

- 동해 가스전은 대양의 축소판으로 평가 받는 동해 연구를 위한 최적의 위치

-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조사 기능 전환 필요성  

o 동해 가스전 구조물 활용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검토 

- R&D 결과의 사업화 방향으로 해양장비 R&D 효율성 및 국가 R&D 정책변화

- 동해 가스전의 첨단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o 동해 가스전 친해양 공간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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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기술 및 기술로드맵

[동해 가스전의 해양수산부 활용방안 개요]

□ 핵심기술1: 동해 가스전 최적 리모델링 기술

o 동해 가스전의 기능전환을 위해 필요한 안정성 진단 및 확보와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 도출 

□ 핵심기술2: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기능 전환 기술 

o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기지 기능 수행을 위한 관측/제어/통신/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과학분야 기여 극대화 

□ 핵심기술3: 동해 가스전 기반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

o 동해 가스전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첨단 해양장비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 

□ 핵심기술4: 동해 가스전 기반 친해양 공간 창출 기술

o 동해 가스전을 기반으로 한 인간-자연-과학 관광레저 콘텐츠 및 친환경 

복합 수중관광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동해 가스전의 해양관측플랫폼 전환을 위한 기술로드맵 및 투입예산]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활용 기획연구 

iv

o 2020년(1차년도)에는 2021년 이후 동해 가스전 구조물의 기능전환을 위

해 동해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부 등과 다부처(해양수산부, 산업

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타당성 연구 수행 필요 

6. 연구개발 추진전략 

o 동해 가스전 활용 위한 관련 부처와의 다부처 협력 필요

[동해 가스전 기능 전환을 위한 다부처 협력 체계(안)]

7. 사전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o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중점과학

기술 전략로드맵,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기본계

획,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등

- 제시한 상위계획 내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양빅데이터를 활

용한 해양 안전 확보 등을 지원하는 분야의 핵심인프라로서 역할 수행 가능 

o 법제도적 타당성

- 법제도적인 측면의 위험요인은 없으며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촉진을 위한 

법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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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환경관

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 경제적 타당성

o 경제성 분석 결과

- 편익-비용비율은 1.60으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

-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동해 해양종합과학기지 기반 해양관측장비 

기술을 이용한 해양관측 자료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 내부수익율은 10.0%이며, 순현재가치는 158.9억원인 것으로 분석

o 경제성 분석 결과

- 총 연구비 450억 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63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8.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동해의 장기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확보를 통한 해양연구 주도

o 미래 동해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으로 

동해 가스전 구조물 활용에 따른 국가 투자 비용절감 실현

o동해에 대한 개선된 기후변화 및 연안 해양환경 변동 예측 모델의 빅데

이터 축적 및 사용으로 예측 정확도 향상 

□ 동해 3차원(수중-수상-공중) 첨단 관측시스템 구축 

o 해양수산부 MOVE4.0(ICT 기반 해양로봇 및 이동형 관측 시스템)의 전

략 거점으로서 활용 가능

o 육상-바다 station간의 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기존 point measure 연구

의 한계를 line(or surface) measure, space measure로 확장하여 Ocean

Observatory의 기초 단계로 활용 가능

□ 해양구조구난 실습, 해양안전 교육 및 체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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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획연구 개요

1. 기획연구 추진배경

□ 동해 가스전의 가스 채굴 기간 완료에 따른 대규모 철거 비용 발생

o 동해가스전 인프라 철거 비용 1,300억 원 이상 추정(출처: 한국석유공사)

o 해체비용은 플랫폼의 규모, 수심, 작업여건, 해체방법 등에 따라 매우 상이

- (태국) Well head Platform 해체비용 $5~10 million/기, Central 

Processing Platform 해체비용 $50~80million/기, Living Quarter 

Platform 해체비용 $30~50million/기

- (인도네시아) 수심 100피트, 무게 500톤 규모 해양플랜트의 해체비용

은 약 60~130만 달러 규모 소요

- (아태지역) 5천톤급 플랫폼 해체비용은 2,969만 달러로 추정(톤당 5,937달러)

- (동남아) 5,000톤 기준 약 3,000만 달러 수준

- 해체 분야 많은 실적 보유사 중 하나인 Shell사는 Brent Delta 플랫

폼 해체 사례를 근거로 유정 당 해체비용을 270만 파운드로 추정

그림 1.1 동해 가스전의 위치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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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영역인식(MDA)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과 영토관리 강화 수요 급증

o 해양영토와 지역해 통제력 강화를 위한 갈등 구도가 강화되면서, 해양정

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쟁적 기조가 강하게 형성

o 해양조사·관측·모니터링은 해양정보의 과학화를 통한 해양영역인식* 강화

의 전제로 해양 위협과 리스크를 조기 감지하는 등 해양력 강화의 수단

*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o 한반도는 기 구축된 서해와 남해권 중심의 해양관측 플랫폼이 있지만 불

구하고 동해역 해양관측 플랫폼의 부재로 과학적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에  

한계 있음 

o 한반도 해양과 지역해로서의 동해 해양기제 연구, 북극권과 태평양으로 연

접되는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안전, 해양환경, 해양산업, 해양

과학기술 발전의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 대응 기반 확보 절실

□ 동해 가스전의 기능 전환으로 국가 재정투입 효율성 제고 

o 동해 가스전의 위치는 동해 연구를 위한 최적지에 위치하며, 해수의 

투명도가 높고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한 부산, 울산 근해에 위치 

o 동해 연구와 냉수대 등의 재난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해양장비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그리고 친해양공간 등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 가능 

o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사고, 세월호 침몰 등을 겪은 이후, 해양재난재해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조 

2. 기획연구 필요성 

 □ 기술적 필요성 

o 동해 가스전 용도 폐기 이후 동해 연구를 위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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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할과 기능 전환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필요 

o 동해가스전 사용 종료 기간(‘21.6월 예정) 도래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철거비용 소요 문제 대두 

- 동해 가스전은 현재 대한석유공사에서 운용 중이며, IMO 규정에 의해 

가스전 사용 종료 후 건축물의 별도 활용계획 부재시 해체 수순 진행 

□ 경제, 산업적 필요성 

o 수중로봇을 포함한 해양장비, 해양관측시스템 등의 실용화 및 산업화

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 필요

- 현재 개발 중인 수중건설로봇을 포함하여 무인 이동체 및 AI의 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한 이동형 첨단 해양 관측 시스템 개발 추진 중

- 기존에 설치된 해양구조물의 친환경적 해체를 위한 Ocean 

Decommission Industry 분야에 진출 가능

o 동해의 장기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높으며, 신규 해

양과학기지 구축 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동해 가스전의 해양

과학조사 목적 활용성 검토 단계 대두됨

o 수중로봇을 포함한 해양장비, 해양관측시스템 등의 실용화 및 산업화

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 필요

o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술 선점 가능 

o 미국 등에서는 해양플랜트가 수 십 년 동안 운영되는 동안 이미 그 해

역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수산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 

□ 사회, 문화적 필요성 

o 동해명칭표기, 독도 등 국민정서에 중요한 대표성을 지닌 동해의 해양

관측 거점 확보와 과학적 성과 확산으로 해양영토의 귀속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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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 시설물로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통해 해양시

설물 철거와 신규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해양환경 위해성을 차단

- 대한민국을 산유국에 포함되게 했던 동해 가스전 구조물을 재활용함

으로써 상징적인 역할 수행 

o 빅데이터 해양정보에 기반한 해양활동 안전 도모 

- 동해 남부해역의 장기 실시간 해양정보 제공으로 해양재난재해 요소

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제공하고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 

o 해양레저와 연계한 친해양공간 활용

- 해양 현장교육, 스쿠버다이빙 포인트, 해상활동 등과 연계하여 해양

과학과 해양레저가 결합된 친해양 공간으로서 확대 활용 가능

3. 기획연구 시급성

□ 동해 가스전 폐쇄 기간 도래 

o 동해 가스전의 가스 채굴 기간이 ‘21.06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IMO 규

정에 의해 일정 기간 이내에 해체 또는 별도 활용계획 수립 필요 

o 동해 가스전의 해양분야 활용계획을 ‘20년까지는 완료하여 ’21년 이후 

산업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울산시 등과 공동활용 방안 도출 필요 

o 본 기획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활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 필요 

□ 동해 장기 모니터링 체계 확립 필요  

o 동해의 해양 및 기후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해양관측 체계는 

전무한 상황으로 동해 연구를 위해 동해 가스전의 장기 해양관측시스

템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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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1. 국내외 정책 동향

1.1. 국외 정책 동향 

□ 해양플랫폼 재활용 정책

그림 2.1 해역별 석유시추플랫폼 개수 (‘18년 현재)

o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스 등 해저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수 천 개의 

해양플랫폼이 설치되었으며, ‘18년 현재 북해와 걸프만, 페르시아만, 극

동아시아, 남동아시아 등에 약 80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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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협회 조직을 통한 해양플랫폼 해체 비용 절감

o 영국에서만 향후 25년 동안 해양플랫폼 해체 비용은 315억 파운드(약 

46조 원) 규모로 추정됨 

- 채굴사업의 종료로 인한 대량 비용 양산

- 퇴역 해양플랫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o 해양플랫폼의 재활용, 재사용, 수리 등을 통한 해체 비용의 절감 노력 

- 스코틀랜드의 ZWS(Zero Waste Scotland)는 순환경제원칙을 해양플

랫폼 해체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 강구 

- DNS(Decom North Sea)는 북해 자원개발 사업자와 해체 작업 수행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출 절감 노력

그림 2.2 해양플랫폼 폐기와 관련한 DN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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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에너지청(BOEM)을 통한 해양플랫폼 대체 용도 권한 부여

o 2005년 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의 통과로 인해 BOEM은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 이외에 기존의 석유 및 천연 가스 

플랫폼을 연방 정부에서 대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관할권 부여

o 석유 및 가스 활동이 중단된 후에 OCS(Outer Continental Shelf) 토지

법에 따라 이전에 허용되었던 해양 석유 및 가스 플랫폼이 다른 에너

지 개발 및 해상 구조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무부 장관이 허가

o 해양플랫폼의 대체 용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음

- 연구, 교육, 휴양, 근해 작전 및 시설지원, 통신시설, 근해 양식

o BOEM은 양식업과 같은 활동에 대한 권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당 기관이 기본 활동을 승인할 경우 해당 용도로 플랫폼을 전환 할 수 

있도록 결정

그림 2.3 미국 에너지청(BOEM)의 외해 대륙붕 해양플랫폼 활용을 위한 웹페이지

1.2. 국내 정책 동향 

□ 해양플랫폼을 활용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o ‘17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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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상시 해양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원격제어 

기반의 관측시스템 구축과 국가 해양관측망(해양과학기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부이등)의 지속 운영 및 확충을 통해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

량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

- 여기에 포함된 해양과학기지는 철골 구조를 기초로 한 해양플랫폼으

로서 자원 개발을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석유 또는 가스 생산 플랫

폼과 동일한 구조와 재료로 건설됨

- 해양과학기지는 해양과학조사를 목적으로 동중국해 북부와 황해에 

걸쳐 위치하고 있음 

그림 2.4 해양과학기지 및 동해 가스전의 위치

o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세월호 등 증

가하는 해난사고 및 해양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제시

-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조사 용도로 기능 전환 시에 동해 남부의 해

양과학기지 역할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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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 동향

2.1. 국외 기술동향

□ (영국, 스페인) NOC, PLOCAN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과학조사 분야 활용 

o 석유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여 해저케이블 관측망, 무인체 해양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 공급, 관측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 수행 중 (National Oceanography Center, 영국)

o 해양플랫폼을 해양연구 목적의 인프라로서 구축하여 해양에너지 개발 

연구, 3차원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해저케이블 관측망 구축 등 해양모

니터링 체계 개발 (PLOCAN, 스페인)

그림 2.5 케이블 관측 및 무인체 해양

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통신 

게이트웨이로서 석유 플랫폼 활

용계획(Oilfield Review>

그림 2.6 심해 무인해양관측 체계 구축

을 위한 해양플랫폼 활용계획(출
처: 영국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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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해양구조물을 거점으로 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스페인, PLOCAN(The

Canary Island Oceanic Platform))

□ (미국, 보르네오섬) 해양 플랫폼의 어초 및 해양관광 용도 활용 

o 석유 플랫폼의 상부구조물을 제거한 이후 하부구조물을 수중 어초로 

활용하여 어족자원 생산량 증대 및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활용 (멕

시코만, 미국)

o 상부구조물을 해양관광 목적으로 개조하여 근처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해상호텔로 활용 (보르네오섬)

그림 2.8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한 석유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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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석유 플랫폼을 개조한 해상호텔 웹페이지

2.2. 국내 기술동향

□ 해양과학기지: 해양플랫폼을 활용한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o 해양수산부는 한반도 주요 해역에 해양 쟈켓구조물 공법으로 구축된 3

개의 해양과학기지를 장기 해양관측시스템으로 활용 중임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03.06월)를 시작으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09.10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14.10월) 구축 완료 

- 해양과학기지는 태풍 모니터링, 기후변화, 연안재난재해 대응 등 해

양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 해양과학 인프라로서 계획되고 구축됨

o 해양과학기지는 황해중부부이(‘18.10월 계류)와 더불어 황해와 동중국해

의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19년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3개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15개 기관, 20여 개 연구팀 참여 중

- 연간 100일 이상 연구자들이 해양과학기지에 체류하면서 연구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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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개요 (‘03~현재)

그림 2.11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개요 (‘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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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개요 (‘14~현재)

그림 2.13 해양과학기지 관측 및 연구 수행 내용

o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해양과학기지는 위치와 수심에 따라 구조물의 규모

는 다르나, 해양 및 기상 관측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능은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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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해역 해양관측 현황 

o 국내 해양관측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관련 공공기관 및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산업계에서는 연구과제 기반의 중단기 관측을 주로 진행 중 

o 현재 해양관측자료는 해양관측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실시간 및 지연모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KOOFS),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MEIS), KODC 등에서 관측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o 동해 남부 해역에는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등이 해양기상을 관측하고 2개월 

간격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관측이 실행되고 있으나, 해양환경의 장기적

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양관측요소의 관측은 수행되고 있지 않음

그림 2.14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관측시스템 현황

□ 수중건설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o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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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월~’19.3월의 사업기간 동안 814.8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

여 수심 500~2,500 m 수심의 해양 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중 건설로

봇(장비)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중건설로봇 3종(URI-L, URI-T, URI-R)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으

며,‘18년 하반기 수심 500 m 실해역 테스트 수행

-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신뢰성 및 실적(Track Record) 확보 추진 

그림 1.15 수중건설로봇 URI-L. (기능) 수중건설 작업에 필요한 정밀 수중 환

경조사, 유지보수 등 (기본사양) 작업수심 2,500m, 사이즈 2.0m×1.3m×

1.5m, 무게 1.5톤 

그림 1.16 수중건설로봇 URI-T. (기능) 해저 케이블 및 소구경 파이프라인 매

설 작업을 비롯한 해양구조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수중작업 수행 (기본

사양) 작업수심 2,500m, 사이즈 6.5m×5m×4.5m, 무게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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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수중건설로봇 URI-R. (기능) 해저지반에 견고한 토사와 연약한 암반

에서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거나 다양한 수중건설작업 수행 (기본사양) 작

업수심 500m, 사이즈 13.2m×3.5m ×3.4m, 무게 32톤 

o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실증 및 확산사업 수행 계획 

- ‘19~‘21년까지 3년 동안 36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된 3종의 

TRL 8~9단계(상용화) 성숙을 위한 신뢰성/내구성 확보,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Track Record 확보로 국내외 산업화 추진 

o (R&D결과의 사업화) 해양장비 R&D 효율성 및 국가 R&D 정책변화

- 현재 해양수산부의 산업분야 R&D 부문 현장 적용화된 비중은 10% 

미만, 기술이전 등의 실현을 통해 사업화까지 된 부문은 5% 미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성과 혁신을 위해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으로 기술-산업-시장-제도를 통합 지원하는 R&D환경으로 개선

- 수중건설로봇은 육상로봇에 비해 평균 30배에 달하는 실증비용이 소

요 되며,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Track Record(실적) 확보가 

되는 TRL 8~9단계까지 실용화 사업 절대 필요 

ㅇ (예산투입의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Death-Valley 극복을 위해

서는 수요처 요구사항, 제품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의 입증을 위한 추가

적인 확인 단계가 필요하며, 기 개발된 성과물의 연속성까지 보장 필요 

o (민간 수요 및 지자체 추진 의지) 수중건설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해 민

간 수요 제기 및 민간매칭 50%, 수중건설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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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0억 원 투자 예정 

3. 환경분석 

3.1. 동해 가스전 개요  

o 동해 가스전은 ‘03년 준공되어 다음 해인 ’04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함

o 동해 가스전 천연가스 생산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의 지위 획득

o 한국석유공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 남동쪽 58 km 해상에 위치

하고 있음 

o 수심은 152 m이며, 동해 가스전 헬리데크까지 높이는 약 48 m로서 전체 

구조물의 높이는 약 200 m에 이르는 대형 해양 구조물

o 공사비는 약 1,959억 원이며, 상하부 구조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체 무게

는 약 2만 톤임 

o 건설공법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동일한 쟈켓항타공법으로 시공되었음

o 동해 가스전의 수명은 20년으로 설계되었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50년)

- ‘21년 폐공 이후 구조물 철거 예정

그림 2.18 동해가스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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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동해 가스전 생산시설 구성도

그림 2.20 동해 가스전 해상생산시설. 오른쪽에는 실제 크기 비교를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같은 비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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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해-1 가스전 동해-2 가스전

위치
동해 6-1광구 중부지역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동해-1가스전 남서쪽 5.4km 지점

생산기간 2004.07~2018.10 2016.07~2019.06

생산수량

천연가스 381만5,000톤,

컨덴세이트 322만배럴

※천연가스 1,000톤/일

※컨덴세이트 750배럴/일

천연가스 5만2,000톤,

컨덴세이트 4만1,000배럴

투자비 8억 2,600만 달러 1억 4,200만 달러

매출액 18억 5,500만 달러 3,100만 달러

조광권자 한국석유공사(100%)
한국석유공사(70%)

포스코대우(30%)

표 2.1 동해 가스전 광구 정보

o 동해 가스전 해체 비용 

- 동해 가스전 인프라 철거 비용: 1,000~1,500억 원 추정 

- 추정 비용은‘14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현

재 기준으로 재추정 시에는 증감될 수 있음 

o 동해 가스전은 기존 해양과학기지에 비해 깊은 수심에 설치되어 있으

며, 해양과학기지보다 몇 배 큰 규모로서 동해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

구시설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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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어도 기지 가거초 기지 소청초 기지 동해 가스전

위치

위도 32°7'23'' 위도 33°56'18'' 위도 37°25'23.28“ 위도  35°24'60.00"N
경도 125°10'57'’ 경도 124°35'36'’ 경도 124°44'16.94“ 경도 130° 0'0.00"E

마라도 서남쪽 
149 km

가거도 서남쪽 
47 km

소청초 남쪽 
37 km

울산 서쪽
57 km 

준공연월 2003년 6월 2009년 10월 2014년 10월 2003년 11월
설치수심 41 m 15 m 50 m 152 m

기지 높이 77 m
(DL (+) 36 m)

46 m
(DL (+) 31 m)

90 m
(DL (+) 40 m)

199.6 m
 (EL (+) 47.6 m)

관측 
항목

풍향, 풍속, 돌풍,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일조시간, 
일사량, 가시거리, 
조위, 유의파고, 
최대파고, 파향, 

수온, 염분, 
수중음향, O3, PM2.5

풍향, 풍속, 돌풍,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일조시간, 
일사량, 가시거리, 
수온, 염분, 지진, 
조위, 유의파고, 
최대파고, 파향, 

유속, 유향

풍향, 풍속, 돌풍,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일조시간, 

일사량, 자외일사량, 
가시거리, 조위, 

유의파고, 최대파고, 
파향, 유속, 유향, 
수온, 염분, 지진, 
수중음향, PM2.5, 
PM10, BC, CO, 

CO2, CH4, H2O, O3, 
운고, 구름층 높이, 

구름층 양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일사량, 

일조량, 자외선 세기, 
강우량, 강설량
파랑, 파고, Wave 

스펙트럼, 수온, 염분, 
자외선 및 가시광선 
함유량, 용존산소량, 

탁도(‘04, ’05년 
수행하였으나 현재 

관측수행 없음)

기지면적
(경간거리1))

1,345 ㎡
(12 m)

286 ㎡
(6 m)

2,700 ㎡
(15 m)

1983.5㎡ 
(24 m)

총중량 3,400 톤 640 톤 3,531톤 20,000톤
설치공법 자켓항타공법 말뚝천공공법 자켓말뚝천공공법 자켓항타공법
헬기장 있음 없음 있음 있음

투입예산 212억 원 100억 원 486억 원 1,959억

풍력발전기 7.5 kW
(현재 미운영) 3 kW 7.5 kW 없음

태양광발전 17.856 kW 4.32 kW 44.0 kW 없음
데이터

전송방식 무궁화위성 무궁화위성 천리안 &CDMA KT 전용선

기상관측탑 10 m 10 m 15 m 10 m
인원 체류 

규모 12인 15일 4인 7일 40인 30일 상주근무자: 27명

표 2.2 해양과학기지와 동해 가스전의 제원 비교

1) 경간거리는 해양구조물 기둥 간 거리를 나타내며, 경간거리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큰 구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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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해양과학기지와 동해 가스전의 수심 및 기지 규모 비교

3.2. 동해 가스전 시설 전환계획 현황  

□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시설 전환 추진 경과

o 목적: 시설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원상회복 소요비용 절감

을 위해 가스전 시설물 타용도 전환(재활용) 추진 

o 동해 가스전 미개발 저류층 추가개발 시 ‘21.6월에 생산 종료 (‘21.7월 

채취권 종료)

o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원상복구(철거) 필요 

o 예상철거비용: 121백만불 (약 1,300억원)

- 플랫폼, 해저배관, 육상시설물, 시추공 폐정 

o 활용 가능한 수요기관과의 의향 조사 및 협의 실시 (‘17.12월)

-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o CCS(Carbon Capture & Storage), 가스 저장전, 지진 관측기지 등 

o 해양관측 분야 활용: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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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종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용도로 시설물 활용 가능성 확인 

그림 2.22 한국석유공사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해 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추진   

o 동해 가스전 인근 해역의 풍부한 해상풍력자원: 풍력자원량 조사 중

o ‘2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산업부:

‘18.06~’20.05, 40억 원)

o 자연환경조사, 군 전파영향, 국제법상 분쟁, 계통연계 방안 등 확인 

o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동서발전, 한국선급, 울산대, 서울대, 해양대,

창원대 등이 참여 중

o 동해 가스전 플랫폼 → 변전설비 및 송전배관 용도로 전환 

o 울산시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 2

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추진 

- [석유공사의 신성장 동력 모색] +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부응] + 

[울산지역 경제활성화 기여]에 대한 요구가 상호보완적인 상황 

o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

전 적극 지원

o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부 R&D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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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필요  

o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의 2, 시행령 제13조 등은 기존 해저

조광권자가 설치한 공작물 등의 재활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시행령은 조광권자가 석유가스 탐사, 채취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 등

은 “해저광물탐사·채취 및 취득가능성, 탐사·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의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 인수(무상) 혹은 매수(유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따라서 동해 가스전의 다각적인 재활용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해저광

물자원개발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 법률안 발의 상태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강길부 의원, ‘18. 8월)

o 다각적인 재활용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필요 

- (현행) 타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국

가에 인공구조물 등을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 

- (개정안)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 등

을 위한 연구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전기 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o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강길부 의원, 8월, 개정 전)

3.3. 동해 가스전 시설 전환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 

□ 해상풍력발전단지로의 추진 가능성  

o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가 강하게 추진 중이며, 풍

력자원량 평가 등 타당성 분석 이후 최종 결정 예정

o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주 활용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 해양관측, 장비 테스

트베드 등의 병행 가능성을 검토 필요(*다만,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 울산시 등의 풍력발전단지 활용이 우선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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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음

- 부유식으로 풍력타워 간 간격이 1 km 정도 될 예정이나 해양관측에 

주는 영향은 추후 분석이 필요함 

- 가스 송유관을 해양관측을 위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 있음 (법 개정

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동해 가스전 활용 기능에 따른 해양이용 상충과 환경변화 반영 필요   

o 동해가스전 주변은 풍부한 어업자원과 해상교통로로 활용성이 높으며,

시설물 활용을 통한 신규 기능은 이들 활동과 병립 가능해야 함

o 2019년 4월 18일 발효되는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공간의 상호 충돌되

지 않은 사용을 강조하여, 해양활동의 조정력을 확보하려는 입법임

- 동해 가스전은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사회/경제적 수요를 중심으로 추

진되었으며, 그 사후적 효용성은 해양공간의 복합적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공공적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동해 가스전 주변수역은 어업, 국방안보(해양활동 및 위협요소 감지),

해양과학조사, 해상교통로 등의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즉, 동해가스전은 어업, 국방안보, 해양과학기지로서의 활용성은 존재

하며, 풍력발전은 소음 등으로 인해 기타 활용 요소와는 상충되는 영

역으로 판단됨 

어업 풍력발전 국방안보 기상관측 해양과학기지

어업 ○ × ○ ○ ○

풍력발전 × ○ × × ×
국방안보 ○ × ○ ○ ○

해양과학기지 ○ × ○ ○ ○

○ : 상호 기능 병립 가능    , × : 상호 기능 충돌 

표 2.3 동해가스전 주변수역 활용 기능에 따른 상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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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동해 가스전 플랫폼 주변수역에서 어업활동이 병존할 수 있는 것

은 플랫폼의 오염적(소음 등) 활용을 지양한 조건을 유지할 때 접근 

가능함

o 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소음으로 인해 어업활동 중심지역을 상실할 가능

성이 농후하고, 또한 해당 해역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관통하는 

해상교통로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해양공간 활용

정책과는 괴리됨 

o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항로로 부터 일정 거

리를 완충지대로 설정하여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o 결국, 동해 가스전은 현재의 플랫폼을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해양과학

기지와 기상관측소, 국방안보적 측면의 장비 부착 등 주변 해역에 대

한 非상충 요소(소음, 활동 등)를 제어한 형태의 활용성을 통해 모든 

해양공간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음

o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산자부 및 석유공사, 울산시 협의 

필요 

- 동해 가스전 기능 전환 시 타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

동 활용안 도출 및 제안 필요

o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영향 

- 가스전 구조물 리모델링 범위 불확실성 

- 해양관측자료 영향으로 인한 공간 대표성 저하 

- 가스전 구조물 보안이 강화될 수 있어 본 기획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가능성 저하

- 관측장비 설치, 실험/연구 활동, 해저 구조물 활용 해양장비 테스트

베드 활용 및 친해양 공간 등 활용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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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범위 및 내용

1. 연구개발 범위 및 목표 설정 

o 본 기획연구에서는 동해 가스전에 대한 해양과학분야 활용 방안을 조

사하고 그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자 함 

o 기획연구의 개발 범위는 해양수산부 업무 영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부

분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동해 연

□ 성과목표1: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동향 및 수요 분석

o 국내외 해양플랜트 활용현황 사례분석 

o 동해 기존 해양관측 현황 분석 및 동해 가스전 기반 해양과학조사 수요 분석 

o 수중로봇 및 이동형 해양관측시스템의 테스트베드 활용 수요 조사 

o 해양레저 및 교육 등 친해양 공간으로서 활용 수요 조사 

□ 성과목표2: 동해 가스전 활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도출 

o 동해 가스전 기반 R&D 추진을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o 동해 가스전 리모델링 범위 및 세부 계획 수립 

o 미래 해양과학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첨단 해양장비 실증 및 3차원 

Ocean Observatory 활용계획 수립

o 세부 추진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수립 

□ 성과목표3: 동해 가스전의 용도 전환에 따른 타당성 분석 

o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검토 및 경제성 분석

o 사회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제 3 장 연구개발 범위 및 내용

 29

2. 연구개발내용 

2.1. 동해 가스전 해역의 해양학적 중요성 

□ 동해 가스전은 대양의 축소판으로 평가 받는 동해 연구를 위한 최적의 위치 

o 동해로 유입되는 주요 해류시스템의 경로 및 분기점에 위치하여 장기 

해양변동 모니터링 거점으로 동해 해양변동의 현황 파악과 미래 해양

변화 예측에 대한 신뢰도 제고 

o 해양환경변동 모니터링: 동해 유입 수송량, 해양생태계 변동, 해양산성

화, 해양 혼합층 및 내부파, 저층냉수, 해양-대기 상호작용, 수중음향(고

래, 선박 등) 등  

o 해양재난재해 모니터링: 연안 냉수대, 동해 폭발저기압(Bomb cyclone) 및 

이상고파, 지진 및 지진해일, 폭풍해일, (초)미세먼지 및 해무 등

그림 3.1 한반도 해역 해류 시스템과 동해 가스전의 위치

□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조사 기능 전환 필요성  

o 동해 가스전 해역은 어업활동 강도가 매우 큰 해역으로 계류 관측시스

템을 활용한 연구가 매우 어려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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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관측부이 등의 유실이나 고장으로 연속 관측자료 확보가 쉽지 않

음(수협중앙회 자료 참조)→ 해양과학기지 필요  

o 현재 동해 남부 해역의 해양관측은 연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해에는 

정점 관측과 해양기상 관측이 수행되고 있음 

o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조사 기능 수행 시 동해 연구를 위한 핵심 인프라

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관측시스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 

그림 3.2 국내 소해구별 근해채낚기 

2005년 1월~2016년 12월 동안의 

총어획량 분포 (자료 : 수협중앙회)

그림 3.3 동해 가스전 해역 해양관측현황

(동해의 장기 모니터링 및 연구를 위한 

해양관측시스템 부재)

2.2. 동해 가스전 구조물 활용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 R&D 결과의 사업화 방향으로 해양장비 R&D 효율성 및 국가 R&D 정책변화

o 현재 해양수산부의 산업분야 R&D 부문 현장 적용화된 비중은 10% 미

만, 기술이전 등의 실현을 통해 사업화까지 된 부문은 5% 미만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성과 혁신을 위해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으로 

기술-산업-시장-제도를 통합 지원하는 R&D환경으로 개선

o 수중건설로봇은 육상로봇에 비해 평균 30배에 달하는 실증비용이 소요 

되며,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Track Record(실적) 확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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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8~9단계까지 실용화 사업 절대 필요 

o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Death-Valley 극복을 위해서는 수요처 요구사항,

제품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확인 단계가 필요

하며, 旣성과물의 연속성까지 보장 필요 

□ 동해 가스전의 첨단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o 동해 가스전 하부 구조물 및 해양관측장비 설치/운영/유지/보수 시 

첨단 해양장비(수중로봇, ROV, 수중글라이더 등)의 실해역 테스트를 

통한 신뢰성 및 실적 확보 가능 

(a) 경작업용ROV 파력발전 
적용도

(b) 중작업용ROV 해상풍력 
적용도

(c) 트랙기반ROV 연암지역 
적용도

그림 3.4 수중건설로봇 3종 시공현장 적용도

o 차세대 지능형 해양로봇 개발사업 연계

-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 지능형 4D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 극한환경 수중침몰/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 스마트 양식 ICT 기반 무인장비 기술 

o 해양로봇 ICT융합 활용기술 개발사업 연계 

- 근거리 고속 수중사물인터넷(IoUT) 통신기술

- 다차원 해양 관측 빅데이터 실시간 확보를 위한 해양 통신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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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로봇 융합관측 실해역 운용성 설계・검증 및 데이터 처리・분석 

표준화 기술

2.3. 동해 가스전 친해양 공간 활용 

o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랫폼으로서 동해 가스전

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상징적 의미와 함께 첨단 해양과학기

술의 현장 체험장 역할

o 해양에너지 고갈을 대비한 인간의 노력과 기술 집약성을 확인하는 교육 현장

o 해양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 촬영장

o 해양현장에서 직접 바다의 신비와 생물다양성 등 관찰 및 학습하는 해

양과학기술 현장 교실 

o 해양스포츠 공간 창출: 울산, 포항 등으로부터 동해 가스전에 이르는 

요트 레이스 등

o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중첨된 이색적 공간), 즉 존재하지만 인식하

지 않으면 부재하는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동해 가스전 

구조물의 공간에 첨단 과학과 인문학적 공간의 공존 추구 

그림 3.5 석유플랫폼의 영화 딥워터 호라이즌의 세트장(왼쪽) 활용과 도버 해협 요트 

레이스 거점으로서 활용(오른쪽)되는 해상 플랫폼

2.4. 동해 가스전 안정성 검토 및 리모델링

o 동해의 장기 해양관측시스템으로서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동해 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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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안정성 및 해양과학기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

조적인 검토 필요 

o 동해 가스전 구조물 안전 진단은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됨 

o 설계수명은 20년으로 이어도 기지 50년에 비해 짧음 

- 부재는 이어도 기지와 동일한 제원이나,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팅 

및 아노드 공정에 차이 있음 → 보완 시 현재 설계수명 연장 가능 

o 기능 전환시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를 통해 풍하중 감소 가능 

o 안정성 검토 프로그램(SACS 등) 작업 요구됨 (상세 설계 및 제작 도면 

확보 필요)

그림 3.6 동해 가스전 구조물 리모델링(안). 철거(붉은색), 존치

(녹색), 보강(파란색)

o 철거: 가스 소각 파이프, 크레인, 상부 구조물 내 가스 생산 시설 등 

o 존치: 헬리데크, 일부 생활공간

o 보강 및 신규 설치: 거주고, 실험실, 보트랜딩, 계류라인 및 프레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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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비 실증 시설, 전기 및 통신 시설, 부식 방지 페인팅 및 아노드 

ㅇ 상부 구조물 전체 해체 이후 육상 리모델링하여 재설치 가능

o 동해 가스전 현장 방문을 통한 구조물 상태 육안 점검 결과

- 하부 쟈켓 구조물 및 상부 구조물 밑부분에 발생한 부식 확인 

- 구조물의 설계수명(20년)에 맞추어 유지/보수된 상황으로 현재 상황

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르지 않음

- 현장 방문 전 우려했던 상황에 비해서는 오히려 부식상태가 심각하

지는 않았음

- 다만 향후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수 및 보강 작업 필요 

그림 3.7 동해 가스전 
하부 쟈켓 구조물
에 발생한 부식

그림 3.8 동해 가스전 상부 구조물 밑부분에 발생한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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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핵심기술 도출 및 기술 로드맵

1. 기술수요조사 

[붙임]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활용 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동해 가스전의 채굴기한 종료 이후 용도 전환을 통해 

해양과학조사,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친해양 공간, 그리고 해양 분야의 다양한 활용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활용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소 귀하께서 동해 가스전의 해양분야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술 내용을 [첨부]의 기술수요조사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근거하여 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동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기술 도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행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조사기간 : 2018년 12월 14일(금) ~ 2019년 1월 8일(수)
  □ 조사방법 : E-mail(jyjeong@kiost.ac.kr)
  □ 담 당 자 : 정진용 (jyjeong@kiost.ac.kr, 051-64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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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해 연구, 해양관측, 첨단 해양장비 개발, 친해양 공간 창출과 관련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 수행 

o 기술수요조사결과 19개의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본 기획연구 이전 사전

조사 단계에서 제안된 7개의 기술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기술이 조사됨 

- 기술수요조사 세부내용은 [부록]으로 작성함

2. 핵심기술 도출

o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술들을 분야별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

o 제안된 기술에 대한 분야별로 정리하면 ‘해양과학조사’,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친해양공간’, ‘구조물 리모델링’, 그리고 ‘해양에너지 개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구조물 리모델링’분야는 동해 가스전의 해양관측플랫폼으로 전환을 

위해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분야로 분석되어 첫 번째 핵심기술로 도출

o 해양에너지 개발 분야에 제안된 ‘국산형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의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내용은 본 기획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현재 울산시와 한국

석유공사에서 수행 중인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핵심기술 도출에 

반영하지 않음 

o 분야별로 정리된 기술들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1 동해 가스전의 해양수산부 활용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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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제안기술명

구조물 
리모델링 

분야 

동해 가스전 해양구조물의 재사용을 위한 안정성 평가 및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

Oil & Gas Decommission Industry

동해 가스전 상부 구조물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기술개발

자원플랜트 실증 플랫폼 기반 생산 및 해체 공정 통합관리기술 개발

해양
과학조사 

분야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기지 기능 수행을 위한 관측시스템 구축

동해 남부 해양과정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관측시스템 구축과 활용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동해상 폭발저기압 기인 이상파랑 모니터링 및 발생
기작 연구

동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모니터링 구축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무인체 활용 해양관측플랫폼 구축

해양기상관측과 생태계 상시관찰기지 활용

남동연안 냉수대 발생 예측 고도화를 위한 대한해협 저층냉수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해성 고파랑(너울성 고파랑과 지진해일) 탐지를 위한 관측시스템 구축 

동해 가스전 주변해 동한난류 계절 및 경년변동 감시

동해 광역 표층해류 관측을 통한 물질순환 거동 특성 파악

한반도 동남해 해역의 물질이동/순환 특성과 미세먼지의 해양환경 영향평가

Ocean Observatory Station 프로젝트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
베드 
분야

동해 가스전 빅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수중로봇 테스트베드 

MOVE4.0(해양로봇∙ICT융합기술 개발사업) 연계 연구 

해양 감시 레이더 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해양장비 실해역 테스트 시스템 개발 

친해양
공간 
분야

동해 가스전을 이용한 수중관광인프라 기술 개발

해양구조를 위한 잠수사 해상훈련장 구축 기획연구

노후 해양플랜트 시설의 인공어초로의 활용

해저기지 건설 운영 기술개발

동해가스전(동해 해양과학기지)의 해양레저 연계 방안

해양
에너지 

개발 분야
국산형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의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표 4.1 분야별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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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1: 동해 가스전 최적 리모델링 기술

o 연구목표: 동해 가스전의 장기 활용과 해양과학조사, 첨단 해양장비 테

스트베드, 그리고 친해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 진단 

및 확보와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 도출 

o 연구내용 

-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상부 구조물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 최적 크레인 적용을 위한 구조물 해체 및 Decommissioning 기술개발

- 구조물 용도변경을 위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적용한 구조물 계획 및 구조 Re-modeling 기술개발

- 기존 상부구조물 및 구조부재를 이용한 해양과학조사 상부구조물 설계 

기술개발

- 기존 쟈켓구조물의 연결부를 고려한 리모델링 상부구조물 설치 기술개발

-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 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상황을 반영한 구조모델 기술 개발

- 구조해석 및 피로수명 평가, 사용성, 내구성 평가에 의한 구조물 잔존

수명 예측 기술개발

- 구조물의 해체단계별 고유주기분석에 따른 구조물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

o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해양구조물 부식 상태 및 안정성 평가 구조물로 활용

- 해양구조물 현상태 및 상부 구조물 해체 단계별 구조물의 고유주기 

및 파랑작용에 따른 거동특성 파악

- 운영 완료된 해양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부식 및 손

상도 평가 및 구조해석을 통한 피로수명 평가, 사용성 및 내구성 평

가에 의한 구조물 잔존수명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구조물 재사

용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평가 및 성능평가 기술 확보

- 안정성 평가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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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상풍력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재활용 평가에 적용하여 경제적이

고 친환경적인 해양구조물 활용계획 수립 

□ 핵심기술2: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기능 전환 기술 

o 연구목표: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기지 기능 수행을 위한 관측/제어/

통신/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과학분야 기여 극대화 

o 연구내용 

- 동해 해양관측 및 연구 수요에 따른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연구 

- Digital offshore platform 기반 해양 정보 클러스터 구축

- 해저 지진 및 지진해일 모니터링 체계구축 

- 동해상 폭발저기압 기인 이상파랑 모니터링 및 발생기작 연구 

그림 4.2 동해 가스전의 리모델링으로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기능 전환. 동해의 

3차원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및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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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남부 해양과정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마난류의 분기, 

사행, 저층냉수, 연안 용승, 소용돌이, 내부 조석파, 혼합 및 수괴 변

형을 관측하고 동해 전체의 순환과 지역 기후 기상 연구 

- 동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정보 및 해양장비 실시간 제어를 위한 장

거리·고용량 해양통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동해 가스전을 거점으로 한 무인체 해양관측 기술 개발 및 무인자동

화 해양관측플랫폼 구축: 무인체 자동 전원 공급장치, 도킹 스테이션 

모듈 개발 등 

o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동해 남부 해역의 주요 해양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력을 향상

- 현장관측을 통한 우리나라 주변 연근해의 기후변화-해양생태계 연결 

고리 파악

- 기초생태계 내 해양환경과 주요 일차생산자와의 상관성 조사를 통한 

해양생태계 내부 질소·탄소 순환, 유기물 순환 확립

- 기후 변화-해양생태계 주요 일차생산자 연구를 통한 해양생태계 관

리·보전·발전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 및 각 해역의 기초생태

계에 대한 적합한 정책수립 기여

- 해양관측플랫폼 설계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 해양장비산업 활성화 및 해양관측 신서비스 산업 개발

- 해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빅데이터 획득 기반 마련

- 무인체를 활용하여 계획 중인 가스전 주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기존 해양과학기지와 연계한 한반도 해역 장기 모니터링 체계 확보 



제 4 장 핵심기술 도출 및 기술 로드맵

 41

그림 4.3 울산-동해 가스전-울릉 분지로 연결되는 3차원 해양관측체계 개념도

□ 핵심기술3: 동해 가스전 기반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

o 연구목표: 동해 가스전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첨단 해양장비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 

o 연구내용 

- 수중로봇을 비롯한 해양장비 및 부품의 실해역 작업 성능 및 기능 

분석을 위한 분석 방안 수립

- 해양플랜트 수중로봇 개발 후 실적확보를 할 수 있는 Well Head에 

설치된 Subsea X-mas Tree 등의 해저장비 설치 및 철거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장치 및 테스트베드 시스템 개발

- 기능 및 작업 성능 분석을 위한 실해역 실험시설(구조물, 모니터링 

시설 등) 구축 

- 해양장비 검증 체계 수립 및 표준화 연구

- 테스트베드 운용 기술 개발

o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해양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

- 자켓 구초물을 이용한 유영식 ROV의 작업 성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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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파이프라인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시공 및 유지보수 테스트베드 활용 연구 

- 해양장비 및 관련 부품의 성능 분석 및 실험 데이터 축적을 통한 신뢰성 제고

- 해양장비 테스트 시스템 확보로 해양장비 및 관련 부품 비즈니스 확대

- 해양장비를 활용한 해양구조물 시공 방법 개선으로 해양환경 훼손 감소

- 동해 가스전의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 관리에 첨단 해

양장비를 활용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첨단 해양장비 개발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 

- 전 세계적인 해양구조물 활용 및 해체 시장 확대로 관련 산업분야 활성화 

그림 4.4 수중로봇 실해역 테스트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핵심기술4: 동해 가스전 기반 친해양 공간 창출 기술

o 연구목표: 동해 가스전을 기반으로 한 인간-자연-과학 관광레저 콘텐츠 

및 친환경 복합 수중관광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o 연구내용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중관광 콘텐츠 및 필요 인프라 도출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인프라 관광기술 개발

- 수중관광인프라 연결 및 이동 시설물(수중기차, 수중터널, 수중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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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케이블카 등) 설계시공 기술 

-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 기술 

- 수중생태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

o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최첨단 동해가스전 시설물을 스테이션화(오일&가스 박물관화)하여 

동해 가스전의 관광 인프라화

- 동해가스전과 주변의 시설물, 장비테스트 베드 현장을 견학할 수 있

는 수중곤돌라, 수중케이블카 등의 이동 인프라 기술개발- 전 세계

적인 해양구조물 활용 및 해체 시장 확대로 관련 산업분야 활성화 

- 수중 복합 인프라의 건설기술 확보와 실증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

서 세계최초의 수중 복합 관광인프라 건설 기술 확보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새

로운 국제 관광도시 콘텐츠 제공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국

가와 지역 경제발전 동력 제공

- 해양생태 복원,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수중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공간 조성과 신산업 창출을 통

한 수중 인프라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 동해가스전 주변의 생태계 복원의 관심과 투자 모델을 제공

- 국민의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 및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림 4.5 해양구조물 활용 해양교육 및 실습, 영화 촬영장, 해양구조구난을 위한 

산업잠수사 실습 교육장, 레저 다이빙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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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로드맵

o ‘21.6월에 현재 생산 중인 가스전이 고갈되어 폐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o ‘21년에 동해 가스전 리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년에는 

동해 가스전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o ‘20년에는 해수부와 산자부, 석유공사, 환경부, 기상청 등이 해수부 활

용방안을 중심으로 동해 가스전을 통해 협력하는 다부처 활용방안 수

립 연구 수행 필요 

- 1차년도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 및 구조물 안정성 검토, 해

수부 활용방안 수립 연구 수행 

- 리모델링 기본설계비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상됨

   ・[설계비] = [추정 공사금액 300억 원] × 5% = 15억 원

   ・[기본설계비] = [설계비 15억 원] ×40% = 6억 원

- 안정성 검토 예산은 해양과학기지 정밀 안정성 검사 및 프로그램 등

을 활용한 구조물 해석 포함 

o 총 연구비(연구기간): 450억 원 (‘20~’25, 6년)

- 연구기간은 동해 가스전의 폐공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림 4.8 동해 가스전의 해양관측플랫폼 전환을 위한 기술로드맵 및 투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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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사업비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정부
지원금

10 150 150 60 50 30 450

민간
투자금

- - - - - - 0

합계 10 150 150 60 50 30 450

과제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구조물 리모델링 
최적화 연구 

정부 7 135 135 10 7 6 300

민간 - - - - - - -

소계 7 135 135 10 7 6 300

동해 장기 
해양관측시스템 
기능 전환 연구 

정부 1.5 9 9 25.5 20 15 80

민간 - - - - - - -

소계 1.5 9 9 25.5 20 15 80

첨단 해양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 

정부 1 4 4 17.5 18.5 5 50

민간 - - - - - -

소계 1 4 4 17.5 18.5 5 50

친해양 공간 
활용연구 

정부 0.5 2 2 7 4.5 4 20

민간 - - - - - - -

소계 0.5 2 2 7 4.5 4 20

합계 10 150 150 60 50 30 450

o 2020년(1차년도)에는 2021년 이후 동해 가스전 구조물의 기능전환을 위

해 동해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부 등과 다부처(해양수산부, 산업

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타당성 연구 수행 필요 

- 동해 가스전의 해양과학기지로서 기능 및 역할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해양인프라로서 기여 확대 

-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

에 대한 대응 및 연계 방안 수립 

- 2021년부터 리모델링 착수를 위해 2020년에는 설계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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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o 동해 가스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 자산임

o 본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과제 도출 이후 동해 가스전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 기관 및 부처와의 다부처 협력이 필요함

o 또한 해양과학조사 기능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상청의 고유 기능과도 

연계되어 환경부를 포함한 다부처 협력연구 필요  

그림 5.1 동해 가스전 해양관측플랫폼 기능 전환 및 향후 활용을 위한 

다부처 협력 체계(안)

o 동해 가스전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여부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 통과 결과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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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부처 사업 추진 필요성 

o 기획재정부는 매년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전체 모습,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 전략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 `17년 발표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은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경제・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기조를 반영

o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

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 역할 추진’, ‘Zero-base에서 강력한 양적・
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목표

-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 역할 추진) 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재정정책을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 계획, ② 재

정의 분배 개선 효과 분석,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분배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

력도 강화할 계획, ③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 등록금 부

담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 ④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R&D를 적극 지원     

- (Zero-base에서 강력한 양적 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①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성 지출 등에 대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 

②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차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 ③ 세제개편 추진 및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

-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과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① 국가 단

위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 ② 

재정정보 공개 내용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할 계획

2)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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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 연구 적극 지원) 산업분야와 관련된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에 집중

- 경제분야의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

-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SOC분야에서는 시

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밀착형 안전 강

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

o (다부처 사업 발굴 의지) R&D분야의 중점 정책 및 재정 투자 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기술 확충’,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지원’,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

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 분야 육성 강화’,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R&D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R&D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으로 

다부처사업 적극 권장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기술 확충) ① 뇌 과학(감각, 감성

인지, 인지기능 등)과 같이 지능정보기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하드웨어(HW), 데이터 

유통 및 활용(ICBM)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 ②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과 기존 기술・산업의 융합 R&D도 적극 지원할 예정, ③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할 계획

-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 연구 지원) ① 연

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배

로 증액하여 기초연구 강화, ② 과학기술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

출과 기술혁신을 연계하고,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 ③ 

미래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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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 분야 육성 

강화) 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의 국산화 중점 

추진, ②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도 병행, ③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환

경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SW, 콘텐츠, 의료, 

관광, 물류, 교육, 금융 등 7대 유망 新서비스 관련 R&D 지원

-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R&D 투자확대) ① 다부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②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기후예측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 저감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③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o 기획연구과제 이후, 동해 가스전 사업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소유 

기관 및 각 관련 부처와의 다부처 협력이 필수 요소

- 동해 가스전 활용 사업은 소유 기관, 활용 부처, 연계 지자체 등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기에, 현 정부의 다부처 사업 적극 발굴과 

지원이라는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국민 경제 및 국가과학기술 연구

개발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 

- 향후 동해 가스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부처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 의지 확인 및 실질적인 협력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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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전타당성 조사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o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

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으로 

본 기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평가 시 근거로 작용

o 5대 국정목표 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

시하고 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과제 목표인 제조 경쟁

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와 연계된 무인장

비 운영 기술, 인공지능 예측, IoT정보전달 기술개발과 연계성이 높음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전략에 6개의 국정과제를 포함하

고 있고,‘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와 연계성이 높음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o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5년 간(’18~’22)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

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각 부처 과

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o 과학기술로 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도모하고 지식증진과 인류 난제해

결에 기여를 비전으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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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4대 전략 제시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전략에 5개의 중점추진과

제를 포함하고 있고,‘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과제의 4차 산

업혁명 및 인공지능 사회의 인프라로서 초고성능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조성과 연계성이 높음

-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에 4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과제의 대

규모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확보 체계 구축과 연계성이 높음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o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은 R&D 투자효과성 제고 및 부처협력 촉진에

기여하는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수립

o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ICT 융합 신산업 

창출’,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제시

-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의 8개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데이터 

공유·유통 플랫폼 및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연계성이 높음

-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분야의  4개 기술 중 복합자연재해 현상관

측·분석 및 공유, 미래 대응형 자연재해 경보·대응 정보시스템 과 

연계성이 높음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o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수립

o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의 6개 과제 중 스마트 농수

산업 분야의 재해대응으로 이상기상 및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재해대응 체계 구축으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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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

o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집중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 참여 확대, 기획연구 체계 개선 등 정

책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

o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비전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등 4대 전략 제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전략의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 과제로 해양빅데이터를 활

용한 해양 예·경보시스템 정확도 제고를 제시

- 빅데이터 및 초고성능컴퓨팅 기반의 고도화된 해양예측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 

- (데이터 통합센터) 대양 -극지 -연근해를 포괄하는 무인관측망을 구

축하고, 해양관측 데이터 통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마련

- (해양예보 고도화) 초고속 컴퓨팅을 도입하여 해양재해 등에 대한 예

측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제고하고, 적조 예측, 조난자 수색 등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정보 서비스 개발 확대

□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

o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집중 육성할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 참여 확대, 기획연구 체계 개선 등 정

책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

o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비전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등 4대 전략 제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전략의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 과제로 해양빅데이터를 활

용한 해양 예·경보시스템 정확도 제고를 제시

- 해양무인관측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예보 고도화를 통해 해양예

측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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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o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세계적 경쟁

력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전략을 

마련한 중장기계획으로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

o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의적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비전으로 ‘해

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등 3대 전략과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강화’ 등 12대 실행전략 제시

-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의 제1전략이자 제1과제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를 선정하였고 해양예측․예보 시스템 구축기술, 전

지구적 통합 해양기후 관측 및 모델링 기술이 주요기술로 선정

- 70개의 중점기술 중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20개 

기술은 Quick-Win 기술로 선정하였는데 해양 예측·예보 시스템 구

축 기술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해양관측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1.2. 법제도 측면

o 본 사업 추진 시 법제도 측면에서의 위험요인은 없으며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존재 

o 본 사업 추진과 연관된 관련 법률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과학

기술육성법, 해양과학조사법, 우주개발진흥법 등이 있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o 해양관리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해양선진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해양수산발전법(2002.5.13.

제정, 2002.11.14. 시행)’을 제정하고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국민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기

- 제12조 해양관리를 위한 정보생산과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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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관측기술개발

- 제20조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예측정보 생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o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2016. 12. 27. 제정, 2017.

6. 28. 시행)’을 제정

- 제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마련

- 제3조 국가의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시책 마련

-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 제8조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

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

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

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

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

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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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조사법

o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양과학조사법(1995. 1.

5., 제정, 1995. 7. 6. 시행)’을 제정

- 제20조 해양과학조사 장려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

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

과 개발·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

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

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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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o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

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을 목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2007.1.19., 제정, 2008. 1.20.시행)’을 제정

- 제1조 목적, 제3조(적용범위), 제9조 해양화경측정망, 제61조 국가긴

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해양환경 연구는 해수부에서 주관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o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

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7.3.21., 제정, 2017.9.22.시행)’을 제정

-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3조 해양환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②~⑥ (생략)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

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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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의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o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

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ㆍ활용함을 목적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2017.5.10.

제출, 소위 계류중)’을 제안

- 해양조사, 관측,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재난재해 예측과 관련

된 업무 해수부 관할로 지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

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

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

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ㆍ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

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생략)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 8.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

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

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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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의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 항목*를 제외

한 해양예측정보는 해수부가 생산 가능

*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폭염

- 법률 제정 시 기상청과 해수부의 업무분장 합의(’16.11), 해양예측정

보 생산과 해양재해 예방‧대응 관련은 해수부 역할로 합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

하고 예산지원 가능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

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

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

는 것을 말한다.

  3. ~7. (생략)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

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9. (생략)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제12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

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

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

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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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o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제고하며 

지진방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1967. 2.

28., 제정, 1996. 6. 7.시행)’을 제정

- 제25의2 해일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가능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o 본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동해 가스전 시설물의 

해양과학조사 용도 활용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필요 

-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이전 또는 국가에 귀속되는 2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규정

-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 등을 위한 

연구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전기 사업법에 따른 발전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

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離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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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개정 필요

(‘18.8.22. 강길부 의원 대표 발의안 상임위 계류 중)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 편익 추정 결과

□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o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한 편익항목을 도출

o 동해가스전 활용사업 연구는 해양관측 효율 증대, 해양관측 기동성 증

대,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선도, 해양 4차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을 기대

o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해양관측 효율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기동성 증대로 인한 운영 비용절감 편익 그리고 해양관측 기술

선도로 인한 수출증대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 주요 편익 항목의 개요

o 부가가치 증대 편익

-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해양종합과학조사의 핵심역량 확보 

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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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장은 통계자료 구득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관측장비 시장으로 한정

o 운영비용 절감 편익

- 연안 및 대양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를 동시 관측과 악천후·돌발상

황·극한해역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양관측 운용 비용이 절감됨

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o 해양레저관광 편익

- 하이드로폴리스 해저리조트, 미국의 아쿠아리우스 등 해양구조물 활

용, 새로운 공간 창출 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에 따른 후생증대 효과

- 해양레저관광 기반 및 여건 조성으로 인한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적 효과 발생

편익 항목 내용 반영

부가가치 증대 편익
해양종합과학조사의 핵심역량 

확보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반영

운용 비용절감 편익
넓은 해역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른 
해양관측 운용비용 절감 효과

미반영

해양레저관광 편익
해양레저관광 여건 및 기반 조성에 

따른 후생 증대 효과
미반영

표 6.1 편익 항목 개요

o 편익 항목 중 운용 비용절감 편익과 수출증대 편익은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 운용 비용절감 편익은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중복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비용절감 관련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함

- 해양레저관광 편익은 현시점에서 해양레저 공간의 구체성과 연계 활용 

시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정량적인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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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창출 편익 개요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해양관측장비의 시장규모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R&D 사업화 

성공률 ×부가가치율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해양관측장비 기술의 시장규모 

변화는 보수적인 산정을 위하여 세계시장 1~2%의 점유율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가정

□ 해양관측장비 기술의 시장규모

o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 본 R&D 사업은 동해 해양종합과학기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해양관

측 기술 집약, 각종 데이터 축적을 통한 기초연구개발 확대 등을 포

괄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관측 기반 해양안전, 해양통신, 해양IT 산업 

등과 연계되어 있음

-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해양수산부(2014) 연구에 따르면, 해양안전 및 통신기기 산업의 미래

전망을 추정한바 있으며 본 분석은 이 연구의 Low Case(연평균 성

장률 1.5%)를 활용하여 재추정

o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예측(2028년~2034년)

- 한편, 본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인 2025년 이후 편익기간이 11년임을 감

안할 경우,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34년까지 전

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의 성장률을 평균하여 2034년까지 해양

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제 6 장 사전타당성 조사

 63

연도 세계시장(억달러)

2018 258.3

2019 262.1

2020 266.1

2021 270.1

2022 274.1

2023 278.2

2024 282.4

2025 286.6

2026 290.9

2027 295.3

2028 299.7

2029 304.2

2030 308.8

2031 313.4

2032 318.1

2033 322.9

2034 327.7

표 6.2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자료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2014)의 연구 결과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 중 최첨단 해양관

측산업과 일부 연관 있는 소형드론, 수중 무인체 등 무인이동체의 2030

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발표한 바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5)

-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관측장비 시장 점유 변화 목표율을 전문가 의

견을 토대로 1~2%로 가정

- 이는 최첨단 기술 경쟁 집합 시장인 무인이동체 점유율 목표 10%에 

비해 보수적인 가정으로, 본 분석에서는 해양관측장비 세계시장 변

화 목표점유율을 1.5%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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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계시장(억달러)
세계시장 변화 
목표 점유율(%)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 규모(억달러)

2024 282.4

1.5%

87.1

2025 286.6 88.4

2026 290.9 89.7

2027 295.3 91.1

2028 299.7 92.5

2029 304.2 93.9

2030 308.8 95.3

2031 313.4 96.7

2032 318.1 98.1

2033 322.9 99.6

2034 327.7 101.1

표 6.3 해양관측장비 기술의 목표 시장규모

□ 기술수명주기

o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승규(2011)3)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공학분야의 기술수명주기는 

중위수값이 약 11년, 평균값이 14.1년으로 나타남

o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되는 사항으로 해당기술의 특허 

분석 또는 유사 연구사례 준용

o KISTEP(2012)4)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3년으로,

KISTEP(2013)5)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1년으로,

KISTEP(2015)6)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총 11년으로 적용

o 본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값과 유사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 사례

를 고려하여 기술수명주기는 편익회임기간 3년, 편익발생기간 8년으로 적용

3) 이승규(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 KISTEP

4) KISTEP(2012),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KISTEP(2013),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KISTEP(2014), 『ICT융합 Industry4.0(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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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의미 특허건수 TCT(중위수) TCT(평균값)

A 생활필수품 196,330 10.0 12.5

B 분리; 혼합 243,098 11.0 13.6

C 화학; 야금 127,590 9.0 11.1

D 섬유; 지류 11,314 12.0 15.4

E 고정구조물 35,843 14.0 16.6

F
기계공학;조명;가열;무기;

폭파
111,308 11.0 14.1

G 물리학 453,085 6.0 7.5

H 섹션 전기 370,268 6.0 7.5

표 6.4 국제특허분류의 섹션별 기술수명주기

□ R&D 기여율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

타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o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3년에 확정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

하여 35.4%를 적용

o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 R&D 사업화 성공률

o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함

o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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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현(2016)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임현(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에서 기계소재와 정보통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들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균한 47.9%를 적용함

기술분야 9단계 이상 사업화 성공률(%)

전체 46.4

기계소재 47.7

바이오의료 42.3

전기전자 44.4

정보통신 48.0

지식서비스 57.6

화학 49.2

에너지·자원 24.3

표 6.5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자료 : 임현(2016),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부가가치율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선박, 항공기 산업 등의 산업범위를 

갖고 있어 명확한 구분과 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연관

표 상의 기본부문에서 해양관측장비 기술과 연관 있는 산업을 분류함

o 2016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84부문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해양관측장비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제 6 장 사전타당성 조사

 67

구분 총투입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유무선통신서비스 36,609,867 13,288,634 36.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4,630,522 1,645,832 35.5%

정보서비스 9,382,355 3,884,831 41.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9,852,323 17,985,627 60.2%

컴퓨터관리서비스 11,374,230 4,253,594 37.4%

선박 55,532,914 9,522,467 17.1%

항공기 5,668,735 1,221,464 21.5%

수상운송서비스 27,083,813 2,779,048 10.3%

항공운송서비스 17,427,541 4,251,792 24.4%

합계 197,562,300 58,833,289 29.8%

표 6.6 해양관측장비 산업의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o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o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유사·

중복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기술/제

품 등)와 대응하는 범위 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o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투자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

o NTIS(http://rndgate.ntis.go.kr) 상에서 “동해 해양종합과학기지 기반 

해양관측 장비”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및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사업기여율을 추정할 때에는 본 사업관련 분야에서의 비중을 

확인해야 하며 앞서 본 사업의 전체 관련 산업을 ‘해양관측’,‘해양과학

기지’산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NTIS 상에서 2016년 기준 연구과제 중 

‘해양관측’ 또는 ‘해양과학기지’를 검색하여 정부 및 민간의 투자규모를 

확인하고 본 사업의 연평균 투자액을 산입하여 사업기여율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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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분석에 적용되는 사업기여율은 36.1%인 것으로 

산정됨

□ 부가가치 창출 편익

o 연간 경제적 편익 = 해양관측장비 기술의 시장규모 × 사업기여율(36.1%)

× R&D 기여율(35.4%) × R&D 사업화 성공률(47.9%) × 부가가치율(29.8%)

o 2017년 12월말 기준 환율 1,130.61원/달러 적용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음

연도 부가가치 증대 편익(억원)

2024 -

2025 -

2026 -

2027 91.1

2028 92.5

2029 93.9

2030 95.3

2031 96.7

2032 98.1

2033 99.6

2034 101.1

합계 968.2

표 6.7 해양관측장비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2.2.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의 추정

o 연구비 총액은 450억 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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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차별 연구비(억원)

1차년도 10.0

2차년도 150.0

3차년도 150.0

4차년도 50.0

5차년도 50.0

6차년도 40.0

표 6.8 경제성 분석 기법

□ 경제성 분석 결과

o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60으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

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

o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동해 해양종합과학기지 기반 해양관측장

비 기술을 이용한 해양관측 자료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

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o 내부수익율은 10.0%이며, 순현재가치는 158.9억원인 것으로 분석

연도 연차별 연구비(억원)

총 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424.7

총 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265.9

순현재가치 (억원) 158.9

편익-비용 비율 1.60

내부수익률(IRR) 10.0

표 6.9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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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B/C

편익의 변화

-20% 339.78 265.87 73.91 1.278

-10% 382.26 265.87 116.39 1.438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67.20 265.87 201.33 1.757

20% 509.68 265.87 243.81 1.917

비용의 변화

-20% 424.73 212.70 212.03 1.997

-10% 424.73 239.28 185.45 1.775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24.73 292.46 132.27 1.452

20% 424.73 319.04 105.69 1.331

표 6.10 민감도 분석 결과

□ 민감도 분석

o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

치가 변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행을 제안

o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

까지 10%p

o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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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1.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o 본 절의 목적은 동해 가스전 활용 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파급

효과를 구하여 계량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에 초점을 맞춤

o 이를 위해서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

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적용함

o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o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

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

하는 데 유리함

o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교를 시도

할 뿐만 아니라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한 분석도 수행함

o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

적인 힘이 될 변수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

법을 적용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o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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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즉 다른 부문의 산출물을 중간재로 수요하므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o 특히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은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클 수 있는데, 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

점, 취업유발의 관점이라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3.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분석절차

o 분석의 내용은 크게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3가지를 다룸

o 아울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봄

o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외생화한 분

석, 즉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배제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o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동해가스전 활

용 사업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31부문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

o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동해가스전활용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정의

o 한국은행(2016)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에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이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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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의 범위를 정의

o 본 연구에서는 403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을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14 운송장비
43 선박 95 선박

44 기타 운송장비 97 항공기

20 운송서비스
55 수상운송서비스 119 수상운송서비스

56 항공운송서비스 19 항공운송서비스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5 통신서비스
128 유 무선 통신서비스

12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61 정보서비스 131 정보서비스

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 관리 
서비스

132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33 컴퓨터관리서비스

표 6.11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의 분류

o 384 기본부문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내고, 효

과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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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01 농림수산품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2 광산품 13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임대

0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 사업지원서비스

0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 공공행정 및 국방

0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 교육서비스

07 화학제품 18 건설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8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서비스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9 1차 금속제품 20 운송서비스 31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10 금속제품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표 6.12 재분류된 31부문 산업연관표

□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o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

용되는 동해 가스전 활용 사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중간

재 산업으로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도 계수임

- 감응도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

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일반적으

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

수록 감응도 계수는 커짐

o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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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동해가스전 활용 사

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동해가스전 활

용 사업에서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

-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짐

o 감응도 계수의 평균과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o 31개 부문에 대해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58페이

지 표에 제시되어 있음

o 각 산업별 감응도 계수는 화학제품 부문이 2.0587로 가장 크며, 1차 금속

제품과 도소매서비스 부문이 각각 1.9658 및 1.8177로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감응도 계수는 1.1532로 11위를 차지함

o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가 활황일 때 동해가스

전 활용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성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

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수요적 성격보다는 중간수요적 성격을 가짐

o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는 운송장비 부문이 1.1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차 금속제품 및 금속제품 부문이 각각 1.1409 및 1.1203으로 2

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1.0706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음

- 영향력 계수가 크다는 것은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투자지출에 따

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원시산업적(primary production) 성격보

다는 제조업적 성격을 가짐

o 따라서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은 전방연쇄효과과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크기에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음7)

7)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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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번호

부문명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영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1.3367 4 0.8862 20

2 광산품 0.5413 30 1.1072 5

3 음식료품 1.2777 7 0.9770 14

4 섬유 및 가죽제품 0.8273 20 0.9021 18

5 목재 및 종이, 인쇄 0.9453 14 1.0214 10

6 석탄 및 석유제품 1.2797 6 0.6409 31

7 화학제품 2.0587 1 1.0243 9

8 비금속광물제품 0.7127 22 1.0387 8

9 1차 금속제품 1.9658 2 1.1409 2

10 금속제품 1.1079 12 1.1368 3

11 기계 및 장비 0.9273 15 1.1203 4

12 전기 및 전자기기 1.2190 8 0.9221 16

13 정밀기기 0.6070 26 1.0068 12

14 운송장비 0.8291 19 1.1760 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337 13 0.9886 13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3233 5 0.7075 27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6931 23 0.9296 15

18 건설 0.5627 27 1.0825 6

19 도소매서비스 1.8177 3 0.8798 21

20 운송서비스 1.2153 9 0.8091 24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455 18 1.0076 11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6183 25 0.8998 19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2016 10 0.8238 23

24 부동산 및 임대 0.8964 16 0.6904 29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944 17 0.8088 25

26 사업지원서비스 0.8266 21 0.7493 26

27 공공행정 및 국방 0.5627 28 0.6909 28

28 교육서비스 0.4970 31 0.6869 3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5502 29 0.8682 22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6729 24 0.9202 17

31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 1.1532 11 1.0706 7

표 6.13 한국은행 대분류 기준 31개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 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

가 높고 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원

시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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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결과

o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에 1원 투자할 경우 타 산업에 1.7198원의 생산유

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비스 순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

원을 포함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2.7198원으로 나타남

o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에 1원을 투자할 경우 

타산업에 0.6082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도소

매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0.0.2454원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

과는 0.8536으로 나타남

o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에 10억원 투자 시 타산업

에 10.791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도소매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 

8.9945명을 포함한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9.7863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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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번호

부문명
생산유발효과

(단위 : 원)
순위

부가가치유발
효과

(단위 : 원)
순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십억원)
순위

1 농림수산품 0.0178 22 0.0098 16 0.4425 6
2 광산품 0.0015 29 0.0002 30 0.0049 30
3 음식료품 0.0247 18 0.0058 20 0.1577 16
4 섬유 및 가죽제품 0.0198 19 0.0043 24 0.1042 19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289 16 0.0079 19 0.1445 18
6 석탄 및 석유제품 0.1366 3 0.0088 18 0.0109 29
7 화학제품 0.0956 6 0.0174 14 0.1567 17
8 비금속광물제품 0.0125 23 0.0034 26 0.0338 25
9 1차 금속제품 0.1938 1 0.0257 9 0.1812 15
10 금속제품 0.1089 5 0.0331 8 0.2794 10
11 기계 및 장비 0.0833 9 0.0237 10 0.2980 9
12 전기 및 전자기기 0.1275 4 0.0349 7 0.2283 13
13 정밀기기 0.0181 21 0.0052 22 0.0645 22
14 운송장비 0.0112 26 0.0025 28 0.0177 26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931 7 0.0394 5 0.2523 11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673 12 0.0180 13 0.0495 24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23 24 0.0057 21 0.0593 23

18 건설 0.0092 27 0.0032 27 0.0748 21
19 도소매서비스 0.1905 2 0.0965 1 2.7511 1
20 운송서비스 0.0657 13 0.0235 11 0.6867 4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409 15 0.0154 15 0.6736 5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16 25 0.0051 23 0.0168 27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770 10 0.0409 4 0.4185 7
24 부동산 및 임대 0.0625 14 0.0466 3 0.1866 14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0678 11 0.0386 6 0.7182 3

26 사업지원서비스 0.0880 8 0.0591 2 2.0682 2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267 17 0.0197 12 0.2389 12
28 교육서비스 0.0010 30 0.0007 29 0.0147 28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70 28 0.0036 25 0.1001 20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94 20 0.0096 17 0.3581 8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 1.7198 0.6082 10.7918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 0.2454 8.9945

합계 2.7198 0.8536 19.7863

표 6.14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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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 연구비 450억 원을 활용하여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분석결과는 표와 같음

-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633.2명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효과
(단위 : 억원)

➡
1.0000 1.7198 2.7198

320 550 870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 억원)

➡
0.2454 0.6082 0.8536

79 195 273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당)

➡
8.9945 10.7918 19.7863

345.4 287.8 633.2

그림 6.1 동해가스전 활용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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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기획 기술수요조사 #1

제안기술명 자원플랜트 실증 플랫폼 기반 생산 및 해체 공정 통합관리기술 개발

키워드 자원플랜트 / 동해 가스전 생산 플랫폼 / 생산 공정 최적화 /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1 가스전 생산플랫폼 용도 전환에 따른 자원/해양개발 연계 활용기술 조기 확보

ㅇ 해양개발 엔지니어링/기자재 기술 실용화/상용화 목적 테스트베드 구축/운용

ㅇ 해양 생산플랫폼 친환경/스마트 해체 및 개조기술 확보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자원플랜트 운용 공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Digital offshore platform 기반 다목적 해양구조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ㅇ 자원플랜트 엔지니어링/기자재 기술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내용

ㅇ 자원플랜트 개발/생산/관리/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실증 플랫폼 구축 및 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 확보

  - 생산 공정 통합모니터링 및 설비 운영상태 진단/장애 제거기술 개발

  - 자원플랜트 FEED 설계기술 및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생산플랫폼 설치/운용/개조/해체 기술 개발 및 상용화

ㅇ Digital offshore platform 기반 해양 정보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 해양 관측 인프라 구축 및 Contents 발굴

  - 4D Offshore geo-technical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7 )년 (  20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자원플랜트 엔지니어링/기자재 기술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조 및 활용

ㅇ Digital offshore platform 기반 테스트베드 및 해양과학기지로의 전환

기대효과

ㅇ 자원플랜트 엔지니어링/기자재 기술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한 상용화 기반 제공

ㅇ 해양과학 실증단지 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해양 강국 도약

ㅇ 해양개발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을 통한 자원플랜트산업과 연관산업의 공동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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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남부 해양과정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관측시스템 구축과 활용

키워드
해양과정 장기 모니터링, 해양관측시스템, 대한해협, 울릉분지, 조류, 내부조석파, 혼
합, 동해 연안 생태계, 지역 기후 및 기상, 첨단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기술개발
필요성

ㅇ 수심이 얕은 대한해협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울릉분지 심해로 이어지는 사면에서
는 독특한 해양과정이 나타나며 동해 연안 생태계와 지역 기후/기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표층 해수의 특성은 대마난류의 분지(split)와 사
행(meandering), 저층냉수(Bottom Cold Water), 연안 용승(upwelling), 소용돌이
(eddies), 혼합(mixing) 및 수괴 변형(water mass transformation)으로 인해 극심하게 
변화하며, 동해 전체의 순환과 나아가 지역 기후 및 기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
므로 장기적인 감시 필요가 있음

 - 조류가 강한 대한해협과 조류가 약한 울릉분지 사이의 사면에서는 내부조석파가 발
생하여 동해 내부로 전파하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부조석파의 에너지 분포와 이
로 인한 해수 혼합의 변동은 동해 연안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감시 필요가 있음

 ㅇ 울릉분지 사면 가까이 위치한 동해 가스전 구조물의 용도 전환으로 울릉분지 
남부 장기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 시 천해(대한해협)와 심해(울릉분지)로의 접근
이 수월한 첨단 해양장비(지능형 해양로봇 포함) 실증 및 산업화/국산화 테스트
베드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용도 전환된 동해 가스전 구조물과 그 인근에 고정형 해양(및 해양기상) 시계열 
관측 센서들을 부착 및 통합하고 실시간/비실시간 해양과정 실황 정보 제공

ㅇ 구조물 인근에 센서 부착된 이동형 (현장 및 원격) 해양관측 플랫폼들을 운용하
고, 통합된  실시간/비실시간 해양과정 실황 정보 제공

연구내용

ㅇ 용도 전환된 동해 가스전 구조물 및 그 인근에 부착된 센서들의 실시간/비실시간 
수집 자료 통합 분석

- 구조물 특성과 현지 해양 특성을 고려한 최적 고정형 장기 관측 설계 및 센서 
통합

- 고정형 시계열 관측 센서 자료의 실시간/비실시간 검/보정 및 처리 기술 개발

- 자료 상호비교검증 및 통합 해양과정 분석

ㅇ 구조물 인근에서 운용되는 이동형 (현장 및 원격) 해양관측 플랫폼 기반 실시간/
비실시간 수집 자료 통합 분석

- 이동형 플랫폼과 현지 해양 특성을 고려한 최적 이동형 현장 및 원격 관측 설계
와 운용

- 이동형 플랫폼 관측 센서 자료의 실시간/비실시간 검/보정 및 처리 기술 개발

- 자료 상호비교검증 및 통합 해양과정 분석

ㅇ 통합 실시간/비실시간 자료 가시화/지수화 및 해양과정 실황 정보 제공

- 실시간/비실시간 수집 자료 검/보정 및 처리 기술 적용 및 가시화/지수화/배포

- 실시간/비실시간 해양과정 분석 결과의 가시화/지수화 및 실황 정보 제공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9 )년 ( 36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 남부 해양과정 장기 감시를 위한 해양관측시스템 거점화

ㅇ 천해 및 심해 접근성이 우수한 첨단 해양장비 실증/산업화/국산화 테스트베드 확보 

기대효과

ㅇ 동해 남부 해역의 주요 해양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력을 향상

ㅇ 천해와 심해 실증을 통한 첨단 해양장비 산업화/국산화 효율성 증대

ㅇ 친환경 해양 운동체(해양 로봇) 활용 기술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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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동해상 폭발저기압 기인 이상파랑 모니터링 및 발생기작 연구

키워드 동해 가스전, 폭발저기압, 이상파랑, 모니터링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상에서 태풍 규모의 세기로 급속히 발달하는 폭발 저기압으로 인해 강풍과 

예측을 뛰어 넘는 높은 파고를 가진 이상파랑(Rough Wave, High swell 등)이 발

생하여 동해 해상 및 연안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이상파랑으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는 연평균 백억원을 상회함, 정 등, 2009)

ㅇ 폭발저기압의 급격한 발달과 이로 인한 예측을 뛰어 넘는 이상 고파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기작이 밝혀지지 않아 예측의 어려움이 있음.

ㅇ 동해 가스전의 위치는 폭발저기압이 통과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이로 발생한 이

상파랑이 동해 연안으로 전파되는 경로에 있어, 이상파랑이 동해안 도달 전에 강

풍 및 파랑을 모니터링하고 미리 그 위험성을 경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가스전에 동해상에서 전파되는 이상파랑을 장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방향스펙트럼 관측을 위한 파고계 및 이상해면 관측을 위한 조위계 설치

 - 폭발저기압 모니터링을 위한 기압계 및 풍향풍속계 설치

ㅇ 관측결과를 기반으로 폭발저기압에 기인된 예측을 뛰어 넘는 이상고파의 발생기

작 조사 

ㅇ 폭발저기압 기인 단기 이상파랑 예측기술 개발

ㅇ 이상파랑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상의 이상파랑 특성 변화 규명

연구내용

ㅇ 동해 가스전에서 관측된 파랑 방향스펙트럼 자료를 이용한 이상파랑 특성 규명

ㅇ 관측된 폭발저기압 관측자료를 이용한 폭발저기압 발달과정 규명

ㅇ 유의파고의 두 배를 뛰어 넘는 freak 파의 모니터링 및 발생기작 조사 

ㅇ 폭발저기압 기인의 이상파랑를 예측하기 위한 수치예측 기술 개발

ㅇ 장기간 관측된 이상파랑 및 폭발저기압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상에서 기후변

화(수온, 해류 변화 등)로 인한 폭발저기압 발달 및 이상파랑 변화 특성을 규명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17 )년 (  1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폭발저기압 및 파랑 모니터링을 통해 동해의 이상파랑에 대한 선제 예측·경고 시

스템 개발에 활용

ㅇ 동해 가스전에서 장기 모니터링 자료는 동해의 외해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

용한 자료로 기존 한반도 서해, 동중국해에 설치된 이어도, 소청초, 가거도 해양

과학기지 자료와 융합하여 다양한 연구에 활용

기대효과

ㅇ 폭발저기압 및 이로 인한 이상파랑에 대한 발생기작 규명 및 예측기술 개발에 기여

ㅇ 장기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의 환경 및 재해특성 변화 규명에 기여

ㅇ 폭발저기압 기인 이상파랑에 대한 선제 예측·경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에 기여

ㅇ 이어도, 소청초, 가거도 해양과학기지와 연계된 다양한 연구 기반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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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모니터링 구축

키워드 * 동해, 기후 변화, 해양생태계

기술개발
필요성

ㅇ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는 해양생태계 기초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 기초생산, 신 생산, 생리상태 등의 변동을 야기함

ㅇ 특히, 주요 변화 요인인 수온증가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작은 사이즈의 식물플
랑크톤의 기여도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관련 자료 극히 미비

ㅇ 또한,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탄소 및 질소 순환 기여도 증가로 인한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이 예상되지만 관련 자료 전무

ㅇ 해양생태계 주요 생산자들의 생산기여율 변동은 생태계 먹이망구조와 주요 수산 
자원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이 예상 되지
만 동해 연구결과 미흡한 실정

ㅇ 지속적인 현장관측을 통한 주요 일차생산자들의 생태, 생리적 특성 연구를 통한 
질소·탄소 순환 파악으로 동해 해양생태계 변동 원인 규명 및 향후 변동방향성 
연구 시급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 일차생산과 주요 환경인자들과의 역학조사를 통한 일차생산 조절 중요 환경 
요인 파악

ㅇ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기초생산자들의 기여율의 변동과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전
반적 구조에 끼치는 영향 규명

ㅇ 해양생태계 주요 지시 종을 활용한 기후변화-해양환경-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예측 및 
영향 평가

연구내용

ㅇ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주요 환경변화 분석

- 안정동위원소 13C-15N을 이용 동해 탄소, 질소 섭취율 측정을 통한 식물플랑크
톤 사이즈별 일차생산, 신 생산, 재생산 추정 및 주요 조절 요인 파악

- 동해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탄소, 질소 섭취율 변동과 주요 환경변화와의 상관성 파악

- 동해 일차생산자 크기별 탄소 및 질소 순환 기여도 산정

-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해양 일차생산 기여율과 해양환경 변화와의 연관성 분석 

- 저차 생태계 탄소 순환 주요 구성 요인 생물학적펌프의 효율성 산정 

- 기후변화-해양환경-해양생태계 변동 주요 지시 종 선정

- 수심별 식물플랑크톤의 크기별 체내 조성 연구를 통한 생리·생태 특성 조사

- 동해 환경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종 구성이 탄소·질소 순환 미치는 영향 규명

- 주요 일차생산 종 구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구조 변동 예측 및 영향평가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31 )년 (   20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지속적인 정기 관측조사 고정 정점으로 활용

ㅇ 해양생태계 변동 모니터링 첨단 관측 장비 설치 및 활용   

ㅇ 해양관련 학부 및 대학원생 실습 및 관측 참여를 통한 해양 전문 인력 양성

기대효과

ㅇ 현장관측을 통한 우리나라 주변 연근해의 기후변화-해양생태계 연결 고리 파악

 - 기초생태계내 해양환경과 주요 일차생산자와의 상관성 조사를 통한 해양생태계 
내부 질소·탄소 순환, 유기물 순환 확립

 - 사이즈별 식물플랑크톤의 생리·생태 특성 파악을 통한 기후변화-해양환경-해양생
태계 변동 지시 종 산정을 통한 해양생태계 변화의 예측에 활용

 - 기후 변화-해양생태계 주요 일차생산자 연구를 통한 해양생태계 관리·보전·발전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 및 각 해역의 기초생태계에 대한 적합한 정책수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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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 빅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키워드 해양통신, 장거리·고용량 통신, 

기술개발
필요성

ㅇ 육상과 대략 5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실해역 테스트를 수행할 시, 수집한 데이터를 위성통신 방식을 제외하고는 육상에 

전송할 방법이 없음  

 - 이로 인해 동해 가스전에서 해양과학조사 데이터 수집 또는 해양장비 실해역 테

스트를 수행할 시, 육상과의 데이터 통신 불가능으로 인해 실험에 관련한 대부분

의 인원이 실해역 실험에 참여해야 함

 -  이는 비용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함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가스전 - 육상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5G 무선 백홀 기반 

해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ㅇ 해양과학조사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무선전송 기술 개발 

연구내용

ㅇ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정보 및 해양장비 실시간 제어를 위한 장거리·고용량 

해양통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동해 가스전 - 육상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5G 무선 백홀 기반 해양통신 네트워크 설

계 및 구축

 - 해양과학조사를 위해 활용할 해양센서·장비 데이터 원격 수집을 위한 장비 개발 

 - 동해 가스전 운영 및 관리에 최적화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개발 

ㅇ 해양과학조사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무선전송 기술 개발 

 -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상·해상 이동형 중계기 활용 기술 개발 

 - 해양 고유 통신환경 특성을 활용한 분산 안테나 기반 장거리 무선 전송 기술 개발 

 - 5G 기술의 해양분야 확장 연구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4  )년 (   4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실해역 테스트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를 육상과의 공유하고자 할 때 제안한 기술이 활용됨 

기대효과

ㅇ 동해 가스전 - 육상 간 장거리통신이 가능한 해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신 비용 절감

ㅇ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해양 빅데이터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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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을 이용한 수중관광인프라 기술 개발

키워드 수중, 수중곤돌라, 관광, 인프라 

기술개발
필요성

ㅇ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 추세

ㅇ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과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수중에서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컨텐츠 제공을 
통한 기존의 해양관광 개념 업그레이드 필요

ㅇ 동해가스전과 수중장비 TEST 베드의 현장 견학, 동해 가스전의 박물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관광 상품화화 필요

ㅇ 동해가스전 주변의 수중생태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 필요

ㅇ 수중인프라의 건설기술은 기술적 완벽도가 중요하므로 동해 가스전 기반 구조물
을 이용한 기술적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개발 필요

ㅇ 수중 곤돌라 수중관광인프라 및 수중생태환경 관광자원화는 미래의 해양 공간 
개발 및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가스전을 기반으로 한 인간-자연-과학 관광레저 콘텐츠 및 친환경 복합 수
중관광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연구내용

ㅇ 해역 특성에 맞는 수중관광 콘텐츠 및 필요 인프라 도출

ㅇ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인프라 관광기술 개발

ㅇ 수중관광인프라 연결 및 이동 시설물(수중기차, 수중터널, 수중트램, 수중케이블카 
등) 설계시공 기술 

ㅇ ICT 기반 수중관광인프라 안전관리 및 제어 기술 

ㅇ 수중생태환경 활성화 기술 및 관광자원화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5)년 (150)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가스전의 관광 인프라 시설화

 - 최첨단 동해가스전 시설물을 스테이션화(오일&가스 박물관화)

ㅇ 동해가스전과 주변의 시설물, 장비테스트 베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수중곤돌
라, 수중케이블카 등의 이동 인프라 기술개발

기대효과

ㅇ 기술적측면

 - 수중 복합 인프라의 건설기술 확보와 실증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세계최초의 
수중 복합 관광인프라 건설 기술 확보

ㅇ 경제산업적 측면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 관광
도시 콘텐츠 제공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 동력 제공

 - 해양생태 복원,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수중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공간 조성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수중 인프
라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 사회적 측면

 - 동해가스전 주변의 생태계 복원의 관심과 투자 모델을 제공

 - 국민의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 및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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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무인체 활용 해양관측플랫폼 구축

키워드 해양관측플랫폼, 무인체, 해양과학조사, 테스트 베드, 드론, AUV, 무인선

기술개발
필요성

ㅇ IoMT 기술 및 무인체 기술 발달로 인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및 

관련 해양신산업 육성 필요

ㅇ 해양환경 빅데이터 축적을 위하여 무인자동화 관측-자료처리-DB화 원천기술 확

보 필요

ㅇ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개발 및 해양관측플랫폼과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해양관측플랫폼의 개념 설계 및 통신, 전원공급 등의 기술 개발 필요

ㅇ 해양관측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무인체 전원공급, 실시간 자료전송 통신, 무인체 

도킹스테이션 등의 무인체 운용기술들을 시범 적용하여 테스트 베드로써 동해 

가스전 활용 가능

ㅇ 동해 가스전 주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 시 무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가스전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체 활용 개발 

및 적용

연구내용

ㅇ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무인체 해양관측 기술 개발 및 무인자동화 해양관측플랫

폼 구축

 - 무인체 자동 전원 공급장치 및 기술 개발

 - 무인체 자동운항 및 실시간 자료전송을 위한 통신장비 개발

 - 무인체 자동 도킹 스테이션 모듈 개발

 - 무인체 자동 관리 및 운용기술 개발

 - 동해 가스전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 기술의 테스트 

및 플랫폼 시범 구축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5년 100 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 가스전을 무인체를 이용한 해양관측플랫폼으로 사용

 - 자동 전원공급, 실시간 통신, 무인체 도킹 스테이션 적용 등 무인체를 활용한 해

양관측플랫폼으로써 기능을 수행

기대효과

ㅇ 해양관측플랫폼 설계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ㅇ 해양장비산업 활성화 및 해양관측 신서비스 산업 개발

ㅇ 해양 4차산업대비를 위한 빅데이터 획득 기반 마련

ㅇ 무인체를 활용하여 계획 중인 가스전 주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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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수중로봇 테스트베드 및 해양기상관측 과 생태계 상시관찰기지 활용

키워드

ㅇ 수중로봇 해양작업 테스트 구축으로 상시 활용과 검증할 수 있는 수중로봇 테스

트베드 활용

- 해양과학기지 활용으로 동해안 태풍진로, 쓰나미 등 파고관찰

- 해저카메라 및 관찰 카메라로 돌고래 등 해양관찰을 핸드폰 앱으로 통하여 전 국

민이 수시관찰활용

기술개발

필요성

ㅇ 해양플랜트 수중작업 테스트 및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 테스트베드 활용필요

 -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산유국)에 노후 된 가스 및 석

유생산시설과 해저 유정통제기, 송유관 등을 철거할 공사가 많으나 국내업체 실

무경력이 없어 시장진입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설치필요

ㅇ 해양관측 기지 활용 수중 및 공기 드론 정박 및 전기충전 Parking Area 활용

- 해양기상관측 및 쓰나미 등 파고 측정과 태풍이 동해안 진입 시에 태풍진로측정

- 수중 및 관찰용 무인헬기 와 드론 정박과 전기충전 시설을 확보하여 난파 및 

조난선 수색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

ㅇ 수중 및 관측 카메라를 통하여 해양물고기, 돌고래 활동관찰 

- 수중카메라와 관찰 카메라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돌고래 등의 물고기 관찰영상물

을 실시간 앱으로 지원하여 전국민이 앱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플랜트 수중로봇용 해양 테스트베드 시설개발

 - 해양플랜트 수중로봇 개발 후 실적확보를 할 수 있는 Well Head에 설치 된 

Subsea X-mas Tree 등의 해저장비 설치 및 철거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장치 

및 테스트베드 시스템 개발

ㅇ 해양관측 기지 활용 수중 및 공기 드론 과 무인헬기 정박 및 전기충전용 Parking 

장치개발

- 해안에서 출발한 수중드론 및 무인 관찰로봇을 휴식하고 자동 충전할 수 있는 장

치개발

- 공중 드론과 무인헬기 활동범위를 넓히고 해양기지에서 수시로 돌고래 활용 및 

수색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정박 및 자동전기충선 장치개발

ㅇ 수중 및 관측 카메라를 통하여 해양물고기, 돌고래 활동관찰 동영상 전 국민 상

대로 제공

- 기지 주변에 소규모 물고기 목장을 만들고 수중카메라로 생물과 물고기 활동을 

실시간 영상을 인터넷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ㅇ 해양플랜트 수중로봇용 해양 테스트베드 시설개발

 - 수중로봇으로 Subsea X-mas Tree 등을 설치 및 철거하는 작업을 실제와 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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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하여 기존 가스 플랫폼에 설치된 X-Tree Control System 과 해저 유정

에 설치된 X-mas Tree 등을 철거 후 재활용 및 개조)

- 해저 송유관 및 송유관을 Subsea X-tree에 연결 작업 테스트베드 및 Subsea 

Connector 개발

ㅇ 해양관측 기지 활용 수중 및 공기 드론 과 무인헬기 정박 및 전기충전용 Parking 

장치개발

- 해안에서 출발한 수중 및 공기 드론이 정박하여 자동전기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개발

- 무인헬기가 자동 이착륙 할 수 있고 자동전기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개발

ㅇ 기지주변 소규모 바다목장을 개발하고 수중 카메라와 돌고래 관찰 카메라를 이

용하여 실시간 영상을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4 )년 ( 31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기존 플랫폼 쟈켓(Jacket), Subsea X-mas Tree Control System, Subsea X-mas 

Tree, Control Umbilical Cable 등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 수중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  Subsea X-mas Tree Control System를 활용하여 수중로봇이 수중작업 후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활인하므로 테스트베드 신뢰성 확보

ㅇ Subsea X-mas Tree 및 Control Umbilical Cable을 활용하여 수중로봇 테스트베

드로 활용할 수 있어 세계최소의 해양플랜트 Subsea X-mas Tree 작업 테스트베

드를 활용

기대효과

ㅇ 해양플랜트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실제 Subsea Tree 설치 및 회수 작업 활용

 - 실물 Subsea Tree를 수중로봇으로 수행하여 수중로봇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으로 

해외시장 진출가능 

 - 동남아 등에 노후 된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을 철거작업 시장이 방대하나 국내기

업 실적이 없어 진출애로를 해결할 수 있음

ㅇ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기, 수중 드론 보관 및 충전 기지를 활용하여 원격조정

- 드론 자동충전 과 통신중개기를 통한 원격조정으로 해양생태계 및 돌고래 관찰을 

실시간 영상물을 제공하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관측활용

ㅇ 플랫폼 활용 해양기지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 지진감지 및 파고 측정 

- 플랫폼 주변 해저에 지진감지장치와 파고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해상지진 및 쓰나

미 발생 등을 실지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완충적 역활기대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활용 기획연구 

92  

동해 가스전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기획 기술수요조사 #9

제안기술명 해양장비 실해역 테스트 시스템 개발 

키워드 해양장비, 테스트, 검증

기술개발

필요성

ㅇ (기술적) 해양장비의 실해역 실험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성능 객관화 필요

ㅇ (경제적) 해양구조물 시장 증가로 해양장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ㅇ (산업적) 해양장비 및 관련 부품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실해역 테스트 시스

템 확보 필요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장비 성능 검증 및 실용화를 위한 실해역 실증테스트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ㅇ 해양장비 실해역 실증테스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운용

 - 수중로봇을 비롯한 해양장비 및 부품의 실해역 작업 성능 및 기능 분석을 위한 

분석 방안 수립

 - 기능 및 작업 성능 분석을 위한 실해역 실험시설(구조물, 모니터링 시설 등) 구축 

 - 해양장비 검증 체계 수립 및 표준화 연구

 - 테스트베드 운용 기술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3년 ( 80 )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해양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

 - 자켓 구초물을 이용한 유영식 ROV의 작업 성능 연구

 - 해저 파이프라인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시공 및 유지보수 테스트베드 활용 연구 

기대효과

ㅇ (기술적) 해양장비 및 관련 부품의 성능 분석 및 실험 데이터 축적을 통한 신뢰

성 제고

ㅇ (경제적) 해양장비 테스트 시스템 확보로 해양장비 및 관련 부품 비즈니스 확대

ㅇ (환경적) 해양장비 실용를 통한 해양구조물 시공 방법 개선으로 해양환경 훼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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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남동연안 냉수대 발생 예측 고도화를 위한 대한해협 저층냉수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키워드 남동연안 냉수대, 대한해협 저층냉수, 내부조석파, 해양 혼합

기술개발
필요성

ㅇ 여름철 우리나라 남동연안에 발생하는 냉수대는 어업 및 수산양식분야와 연안 레
저 활동의 안전 확보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냉수대 출현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ㅇ 냉수대 출현에 따른 해수면 이상 저온 현상은 연안 해무 발생의 주 원인으로 냉수
대 출현 예측도 향상은 항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임   

ㅇ 냉수대 출현 예측도 향상을 위해 대한해협 저층냉수 형성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함

 - 남동연안 냉수대를 형성하는 저온 해수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기원임

 - 저층냉수의 형성과정에 내부조석파의 역할이 큰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현장 관측자
료를 통한 형성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실정

ㅇ 동해 가스전 주변해역은 동해 남서부 중심층의 냉수가 내부조석파 등의 물리적 과
정에 의해 대한해협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자오
면 순환 변화와 중심층 물성 변화의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최적지임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대한해협 저층냉수 변동 모니터림 시스템 구축

ㅇ 저층냉수 형성기작 및 단기 변동 메커니즘 규명

ㅇ 저층냉수 분포 예측력 향상을 통한 남동연안 냉수대 출현 예측 고도화에 기여 

ㅇ 기후변화에 기인한 대한해협 저층냉수 중장기 변동 메커니즘 이해

연구내용

ㅇ 동해 가스전 플랫폼 활용 실시간 연직 수온 및 유속 연속관측 시스템 구축

ㅇ 가스전 주변해역의 4계절 수온 및 유속 분포 관측 (2년간 총 8회)

 - 동해 가스전 수온 및 유속 연속 관측자료의 해역 대표성 테스트

ㅇ 수온 및 유속 연속관측 자료 분석을 통한 대한해협 저층냉수 형성 및 변동에 미치
는 물리적 과정 규명

ㅇ 고해상도 수치모델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통한 대한해협 저층냉수 분포 예측

ㅇ 남동연안 냉수대 출현 예측 고도화를 위한 핵심 모니터링 항목 도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5년 (  25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 가스전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직 수온 및 유속 연속관측을 위한 센서 어레이 설치

ㅇ 관측자료의 자동 자료전송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ㅇ 저층냉수의 변동특성 예측과 이를 통한 남동연안 냉수대 예측 시스템의 고도화에 
기여함으로 여름철 남동연안의 수산업, 관광레저 산업 피해 저감과 항행안전 위협 
대응에 기여 

ㅇ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대한해협으로 넘어오는 냉수의 중·장기적 변동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동해의 자오면순환과 중
심층 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큰 현장 관측 시
계열 자료의 지속적 축적

ㅇ 동해 가스전 주변 해역은 대한해협을 통해 들어온 난류수와 동해 중심층에 존재하
는 냉수가 내부조석파 등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 활발한 해양 혼합이 발생하는 해역
으로 축적된 장기 현장 관측자료는 동해 최적 해양 혼합 모수화 테스트베드 제공 

ㅇ 도출된 최적 해양 혼합 모수화 결과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 지역기후모델과 해양모
델의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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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재해성 고파랑(너울성 고파랑과 지진해일) 탐지를 위한 관측시스템 구축 

키워드 너울성 고파랑, 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안에서는 동해 북쪽에 위치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으로 인하여 너울성 고파랑
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해저 경사로 인하여 해저 사태로 인한 지진해일
의 가능성이 존재함. 

ㅇ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은 해저지각의 수직 변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지만, 해저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피해를 유발
하고 있음.

ㅇ 동해안 외해 지역에서 너울성 고파랑과 지진해일과 같은 재해성 파랑을 탐지하
기 위한 시스템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수적임.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안 가스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파랑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너울성 고파랑
을 탐지하고 구조물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정밀한 파랑자료 처리를 통해 악기
상 시 발생하는 고파랑 관측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함.

ㅇ 지진해일 발생 시 해수면 변위를 탐지하여 지진해일의 규모와 전파 속도 등을 
탐지하여 연안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함.

연구내용

ㅇ 가스전 구조물을 이용한 원격파랑 관측 시스템 구축 : 고차원의 자료처리기법을 적
용하여 정확도 개선 및 부이형 파랑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자료 신뢰도 확보

ㅇ 악기상 시 안정적인 관측자료 수집을 통한 너울성 고파랑 발생 매커니즘 분석 
및 비선형 파랑효과(상호 간섭 및 백파현상)로 인한 파랑 중첩현상 분석

ㅇ 지속적인 해수면 변위 관측을 통한 지진해일 자동 탐지 기술 개발 : 지진해일의 
규모 및 전파속도를 산정하고 기지의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연안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년 (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안 가스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악기상시 발생하는 너울성 고파랑과 지진해
일과 같은 재해성 파랑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ㅇ 현재 기지에 탑재되어 있는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안정적으
로 육지에 송신하여 재해성 파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ㅇ 동해안 가스전의 구조물은 악기상 또는 지진 발생 시의 자료를 부이형 구조물에 
비해 안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데 용이하며, 이는 추후 수치모델의 정확도 분
석과 설계 극치 조건 산정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기대효과

ㅇ 기후변화에 의해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피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안지역의 
산업화 및 경제 집중화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그 피해는 대규모화 되고 있음.

ㅇ 최근 인도네이사 등지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진 해저면에서 산사태가 발
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진해일이 연안지역에 내습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ㅇ 이러한 연유로 동해 가스전을 이용한 재해성 파랑의 탐지 및 예⋅경보 시스템 구
축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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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 상부 구조물 재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기술개발

키워드 해양구조물 리모델링, Decommission, BIM 기법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 가스전 해양 구조물은 설계 수명인 20년 사용을 완료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구조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재사용하고자 한다. 해양과학조사 구조물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스 생산시설 상부구조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아래와 같은 리

모델링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상부 구조물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 최적 크레인 적용을 위한 구조물 해체 및 Decommissioning 기술개발

 - 구조물 용도변경을 위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적용한 구

조물 계획 및 구조 Re-modeling 기술개발

 - 기존 상부구조물 및 구조부재를 이용한 해양 과학조사 상부구조물 설계 기술개발

 - 기존 쟈켓구조물의 연결부를 고려한 리모델링 상부구조물 설치 기술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구조물 가스 생산시설상부 구조물의 재사용 및 용도변경을 위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적용한 리모델링 및 재설치 기술개발

연구내용

ㅇ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상부구조물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ㅇ 최적 크레인 적용을 위한 구조물 해체 및 Decommissioning 기술개발

ㅇ 구조물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물 계획 및 구조 Re-modeling 기술개발

ㅇ 기존 상부구조물 및 구조부재를 이용한 해양 과학조사 상부구조물 설계 기술개발

ㅇ 기존 쟈켓구조물의 연결부를 고려한 리모델링 상부구조물 설치 기술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2 )년 (  15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해양구조물 가스생산시설 상부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해양과학조사 구조물로 활용

ㅇ 해양구조물 해체 및 Decommissioning 기술개발  

기대효과

ㅇ 기술적: 해양구조물 가스생산시설 상부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해양과학조사 구조

물로 활용함으로서 상부구조물 해체, Decommissioning 및 재활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경제적,환경적: 동해상에 필요한 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을 수명을 완료한 기존 동해

가스전 구조물의 상부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인 해양구조물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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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 해양구조물의 재사용을 위한 안정성 평가 및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

키워드 해양구조물 손상도 평가, 잔존수명 예측, 안정성 평가 및 건전도 평가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 가스전 해양 구조물은 설계 수명인 20년 사용을 완료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구조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재사용하고자 한다. 해양구조물의 재사용을 위

한 구조물의 구조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해양구조물 안정성 평가기술을 

확보한다.

 -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 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상황을 반영한 구조모델 기술 개발

 - 구조해석 및 피로수명 평가, 사용성, 내구성 평가에 의한 구조물 잔존수명 예측 

기술개발

 - 구조물의 해체단계별 고유주기분석에 따른 구조물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구조물의 재사용을 위한 구조물의 구조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해양

구조물 안정성 평가기술을 확보한다.

연구내용

ㅇ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부식 및 손상도 평가 기술개발

ㅇ 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상황을 반영한 구조모델 기술 개발

ㅇ 현상태의 구조물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고유주기 파악

ㅇ 해체단계별 최대파랑 관측 및 구조물 고유주기 파악

ㅇ 각 단계별 고유주기와 파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조물의 동적특성 검토

ㅇ 구조해석 및 피로수명 평가, 사용성, 내구성 평가에 의한 구조물 잔존수명 예측 

기술개발

ㅇ 구조물의 해체단계별 고유주기분석에 따른 구조물 건전도 평가기술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2 )년 (  10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해양구조물 부식 상태 및 안정성 평가 구조물로 활용

ㅇ 해양구조물 현상태 및 상부 구조물 해체 단계별 구조물의 고유주기 및 파랑작용

에 따른 거동특성 파악하여 구조물  

기대효과

ㅇ 기술적: 운영 완료된 해양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통한 부식 및 손상도 

평가 및 구조해석을 통한 피로수명 평가,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에 의한 구조물 

잔존수명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구조물 재사용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평가 

및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경제적,환경적: 개발된 안정성 평가 및 성능평가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해양

과학기지 및 해상풍력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재활용 평가에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양구조물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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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해양구조를 위한 잠수사 해상훈련장 구축 기획연구

키워드 심해잠수, SSDS(표면공급잠수시스템), 해상훈련장

기술개발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에는 잠수사를 위한 다용도 해상 훈련장이 해상에는 전무함

  - 수심 152m의 동해가스전을 이용한 천해 및 심해 잠수사 훈련장 구축 필요

ㅇ 동해가스전의 구조물을 이용한 산업잠수의 주요항목인 수중구조물 비파계 검사, 

수중용접 등의 실제적인 훈련장 구축 가능

ㅇ 동해가스전의 수중 구조물을 활용한 레저잠수(Diver)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

용 가능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잠수사를 위한 다용도 해상훈련장 구축

  - 천해 및 심해 잠수사의 해상훈련장 구축

  - SSDS 및 산업잠수 현장 실습용 훈련장 구축

연구내용

ㅇ 실제 해상에 잠수사를 위한 다용도 해상훈련장 구축

  - 수심 152m의 동해가스전의 지리적 위치를 해상훈련장 구축

  - SSDS(Surface Supply Diver system, 표면공급잠수시스템) 및 심해 잠수 훈련장 구축

  - 기존의 동해가스전의 구조물을 활용한 수중비파계 검사 및 수중용접 등의 산업

잠수 항목에 대한 현장 학습장 구축

 - 잠수사를 위한 감압챔버 구축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2)년 (20)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가스전 구조물을 활용한 다용도 잠수사 해상훈련장 구축

 - 수심 152m를 활용한 다양한 수심 조건에서 잠수사의 훈련장으로 활용

 - 기존의 동해가스전의 구조물을 활용한 수중비파계 검사 등의 현장 학습장 활용

기대효과

ㅇ 천해부터 천해까지의 다양한 환경에서 잠수사 훈련을 통한 해양구조 인력 양성

ㅇ 산업잠수 훈련장을 활용한 잠수사 인력 양성

ㅇ 수중구조물을 활용한 레저잠수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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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가스전 주변해 동한난류 계절 및 경년변동 감시

키워드 동한난류, 계절 및 경년 변동, 물성, 모델링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 가스전(약 35.2˚N, 130.0˚E)은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으로 울릉분지내에 위치

하며 동한난류가 통과하는 해역으로 동한난류의 장단기 시간변화를 지속적으로 감

시하기에 좋은 장소임. 동한난류는 해안에 평행하게 흐르기도 하며 외해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며 시공간 변화가 큼. 동한난류는 우리나라 동해의 어업량 및 날씨

에 큰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장 관측이나 기작 설명은 부족함. 따라서 동한난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 등에 대한 관측 및 기작 연구가 필요함.

[그림] 동해 해류도(왼쪽) 및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 정점도(오른쪽).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가스전 주변해 동한난류 계절 및 경년변동 감시

연구내용

ㅇ 장단기 변동 기작 분석

ㅇ 동한난류 계절 및 경년 변동 특성 관측 및 분석

 - 해류 관측 및 인공위성 고도계(AVISO) 자료와 비교 분석

 - 수온, 염분, 클로로필 자료 관측 및 국립수산과학원 정점자료 (정점 208-04) 및 재

분석 자료와 비교

 - 대기강제력(바람, 열속 등)을 동해 가스전에서 관측

ㅇ 관측된 해류, 수온, 염분, 클로로필를 재분석 자료 및 모형 자료와 종합하여 동한

난류 계절 및 경년변동 분석

ㅇ 동한난류 변동성에 미치는 외해 (쿠로시오해류 등) 영향 기초 분석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5   )년 (   25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가스전에 관측 장비 (수온, 염분, 해류계 등) 설치

기대효과
ㅇ 동한난류의 변동성 파악

ㅇ 동한난류가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에 미치는 영향 이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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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해양 감시 레이더 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키워드 Ocean surveillance Radar, FMCW, Electro Optical Sensor, X-band 

기술개발
필요성

ㅇ 2차원의 넓은 영역에서 해수면의 선박 및 무인이동체 감시 기술 필요  

ㅇ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 및 무인이동체에 대한 검출 및 추적 기술 국산화 필요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2차원 해수면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및 전자광학 결합 시스템 개발

ㅇ 레이더를 이용한 무인 이동체 탐지 및 추적 기술 개발

연구내용

ㅇ 이동물체 추적을 위한 패치안테나 설계 및 제작

ㅇ 저전력 레이더 송수신부 개발

ㅇ 레이더와 전자광학 시스템의 연동 운영 방안 개발 

ㅇ 선박 및 무인이동체 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개발

ㅇ 해상 클러터 제거 기술 개발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2 )년 (  5  )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해수면 이동물체 (선박 및 무인이동체) 검출 및 추적을 위한 관측 및 자료 수집

ㅇ 노이즈제거를 위한 해수면 클러터 데이터 수집

ㅇ 레이더 및 전자광학 시스템의 탐지 성능 시험  

기대효과

ㅇ 해안 감시 시스템에 활용

ㅇ 주요 과학 기지 주변의 선박 및 무인이동체 탐지 및 추적에 활용

ㅇ 다양한 해양 클러터 제거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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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국산형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의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 

키워드 해상풍력터빈, 부유식 구조물, 실해역 실증시험, 계류부체, 부유체 운동, 공탄성역학

기술개발
필요성

ㅇ 해상풍력발전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양질의 바람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정식인 경우 수심이 50m를 초과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단점이 
있음. 

ㅇ 부유식 풍력터빈은 수심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바람과 파동 등의 외력에 의하여 구조물 동요가 과도하게 발생함으로써 구조물의 
피로 및 구조역학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ㅇ 구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데스크웍 또는 실험실 연구수준이며 대상수심조건이 해안으로부터 멀리 이격된 
장소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 실해역 실증시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동해 가스전은 해안에서 58 km 떨어져 있고 수심 152 m로서 부유식 풍력터빈
의 실해역시험의 이상적 해상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인근에 파일럿테스트 구조
물의 현장설치 및 계측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의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극대화할 수 있음.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부유식 풍력발전터빈의 구조적 안정성과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산형 
부유체 및 계류기술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저 송전케이블 시스템
을 개발한다. 

연구내용

ㅇ 바람과 파도 및 흐름의 복합작용에 대한 구조체의 동요 및 발생하중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법 개발

ㅇ 구조물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류장치 및 거치기술 개발 

ㅇ 저손실 해저케이블 송전 시스템 개발

ㅇ 구조물 성능 및 송전성능에 대한 실해역 실증시험 수행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15 )년 (70)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인근의 부유식 시험 구조물모델 현장설치 및 계측을 지원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

ㅇ 해저케이블 송전 시스템에 대한 변압기 설치 및 중간기지로 사용

ㅇ 가스전 임무 수행 중 누적된 해상자료 (풍자료 포함)의 연구활용

기대효과

ㅇ 국산 발전설비의 구축을 위한 국내주도형 연구진작을 통하여 완제품 수입 설치 
위주의 해외 기술의존 방식에서 탈피 

ㅇ 기존 가스전 설비를 재활용함으로써 실해역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진
기지의 구축 비용 절약

ㅇ 전세계적으로 해안선 최장 이격거리에서 실해역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기술력의 
비교우위 선점

ㅇ 그간 국내의 빈곤 기술이었던 대수심 계류설계 및 설치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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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동해 광역 표층해류 관측을 통한 물질순환 거동 특성 파악

키워드 표층해류, 식물플랑크톤, 저수온, 해수순환, 동해용승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순환에 대한 실시간 지속적이고, 광역적인 해류정보의 부재로 동해의 생태계 
및 물질순환 규명에 제한적임

  - 광역표층해류 관측을 통한 동해 순환을 이해함으로써 생태계 및 어업 분야에 과
학적 기반자료 제공

ㅇ 용승으로 인한 높은 생산성을 가진 해수가 대마난류를 통하여 확장되는 규모 및 
특성 파악이 요구됨

  - 해류정보를 기반으로 한 물질순환 특성파악은 동해 어업생산력을 산출하는데 있
어 중요한 연구기반이 됨.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순환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광역표층해류 정보파악 

ㅇ 동해연안에서 발생되는 주요현상(저수온, 대번식)과 표층해류간의 상관관계 규명 
및 거동 특성파악

연구내용

ㅇ 동해역 실시간(매시간) 광역 표층해류관측을 위한 장비구축 

  - 동해가스전에 고주파해수면레이다의 운용으로 실시간 광역표층해류 관측

  - 해양조사원에서 운용되는 울산-포항해역(약20km) 광역 표층해류관측망과 연계된 
표층해류산출영역 확장

ㅇ 동해연안에서 발생되는 주요현상(저수온, 대번식)과 표층해류간의 상관관계 규명 및 거
동 특성파악

  - 용승으로 인한 하계 냉수대 분포 및 원인 파악과 거동 특성 분석 

  - 위성에서 관측된 동해 엽록소 농도분포경로와 표층해류자료 비교 검증

ㅇ 용승으로 인한 높은 생산성을 가진 해수가 대마난류를 통하여 확장되는 규모 및 
특성 파악

[그림] 2015년 8월 5일 동해엽록소 농도분포도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 2026 )년 (5년간) (  1.5 )억원/년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실시간 광역 표층해류 관측을위한 고주파레이다(HFR) 설치 및 운용

기대효과

ㅇ 동해연안에 발생되는 냉수대의 거동특성 파악 및 수치모델 예측도 향상에 기여 

ㅇ 용승으로 인해 올라온 영양염이 풍부한 해수가 어업 생산력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인 효과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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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술명 한반도 동남해 해역의 물질이동/순환 특성과 미세먼지의 해양환경 영향평가

키워드 동해, 물질순환, 화학추적자,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필요성

ㅇ 동해 해역 미세먼지 특성과 기원별 기여도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파악

 - 많은 미세먼지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주로 황해와 수도권 등 육상 환경에 집중

되어 서해-한반도-동해를 아우르는 기초정보 확보 및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기

여도 평가가 필요함 

 - 황사/한반도 발생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동해 해양생물 및 환경에 미치는 광역·

장기 변동성 연구 부재

ㅇ 쿠로시오에 의한 동해의 물질 유입량 평가 및 물질 순환 과정

 -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 기원의 물질 농도 및 이동량의 정밀한 시계열 자

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기술개발
최종목표

ㅇ 동해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물질순환과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특성 이해

연구내용

ㅇ 동해 가스전 구조물을 활용한 육상/해양/선박기인 미세먼지 기원 추적/환경영향 

평가 및 물질순환

 - 미세먼지 내 Chemical tracer (구성물질 조성비, 동위원소 기법,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유기물 등)를 활용한 오염물질의 기원 추적

 - 대기/해수/침강입자 중 chemical tracer의 시계열 자료 확보 및 거동 특성 파악

 - 해양 기원 미세먼지 공급 평가 및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2021년 ~ 2026년 60억원

동해 가스전 
활용방안

ㅇ 동해 가스전 구조물 내 Passive 샘플러/Ttrap을 설치하여 대기(미세먼지)/해수 중 

화학추적자의 시료채취 및 기초 자료 확보

 - 가스전 인근 육상/선박/해양 발생 미세먼지의 상대적 기여도 평가 위함

ㅇ 동해 가스전 구조물 내 주변에 해수수질 자동관측을 위한 무인 수직 샘플러를 

설치 운영 

 - 동해의 물질 순환 과정 해석 기초 자료 확보

기대효과

ㅇ 동해 유입하는 주요 해류의 정밀 시계열 자료 확보 및 물질 거동 특성 파악으로 

동해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예측 기초자료 제공   

ㅇ 미세먼지의 이동, 확산, 침적, 해양영향에 대한 광역적 정보 제공, 미세먼지 저감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동해 가스전, KIOST 거점 연구소(남해, 울진, 부산, 제주) 및 종합해양과학기지(서

해)와 연계한 미세먼지 관련 국가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