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PE 98792-10186-7B
S
P
E

98792-10
186-7



BSPE 98792-10186-7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연 구 책 임 자 : 강길모

참 여 연 구 원 : 박세헌, 송환빈, 주현희,

채기영, 권영주, 차정미,

조민주, 김수지, 김민지

위탁과제책임자 : 홍승용

위탁과제참여연구원 : 장영태, 이석우, 윤유비,

신성호





[ 목   차 ]

Part I. 신규 대형과제 발굴 ················································1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 ································3

1. 분석배경 ······················································································5

2. 주요국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현황 ······································6

3. 국내현황 ····················································································19

4.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검토 ····································21

5. 연구개발 내용, 적정사양 및 주요 활용연구 분야 ···········23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25

1. 연구사업 목적 ··········································································27

2. 연구사업 배경 및 필요성 ······················································28

3. 연구개발 분야별 현황 ····························································29

4. 연구내용 ······················································································36

5. 로드맵 및 연구비 ········································································37

6. 추진체계 ······················································································38

7. 추진전략 ······················································································39

8. 기대효과 ······················································································43

 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 ···································45

1. 해양과기원의 비전 및 기본이념 ··········································47

2. 해양과기원의 지향점 ······························································48

3. 해양과기원의 연구전략 ··························································49

4. 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 ··········································50



Part Ⅱ. 해양과기원 설립 관련 국제심포지움 

주요 토론 및 시사점 ···········································61

1. 행사개요 ····················································································63

2. 발표 주요내용 ··········································································64

3. 토론 주요내용 ··········································································66

4. 시사점 ························································································72

부록. 해외연사 소속 5개 연구기관 현황 ································73

Part Ⅲ. RIO+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우리의 대책 ····························································87

1. 서 론 ··························································································89

2. 해양 환경 여건 변화 분석 ··················································101

3. Rio+20 회의 결과 ··································································115

4. 국가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대책 ······················127

5. 결론 및 건의사항 ··································································159

참고문헌 ·······················································································174



Part I. 신규 대형과제 발굴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





 Part I 신규 대형과제 발굴 :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

5

111 분석배경

심해 유인잠수정은 첨단과학기술의 집결체

○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도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설계

- 사람이 승선하므로 생명장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최첨단기술 요구

○ 7천m급 심해 유인잠수정을 개발한다면 전 세계 99% 이상의 해역에 대한 

과학연구와 자원조사 활동이 가능함을 의미

○ 따라서 심해 유인잠수정은 국격과 과학기술력의 상징이자 척도 

6천m급 심해 유인잠수정을 보유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만이 6천m급 심해 유인잠수정 보유

* 동북아 주변국 중 균형자 역할을 자칭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심해 유인잠수정 미보유

○ 2012. 6월 중국의 ‘자이룽호’가 태평양 심해 7,062m 탐사에 성공함으로써 이 분야

세계최고 기록 수립

주요국 심해 선점 경쟁 치열

○ 중국이 심해 패권경쟁에 본격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심해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 자원개발 및 심해탐사를 위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국내기술로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가능성 검토

○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가능성(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타진

○ 잠수정 활용방안 및 전용모선 개발에 대한 근거(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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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요국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현황

※ 대상 : 수심 6천m급 유인잠수정

111 미국 : ALVIN

우즈홀해양연구소(WHOI)가 보유하고 있는 유인잠수정 ALVIN은 미해군연구소

의 지원을 받아 1964년에 건조되었으며, 과학자 2명, 파일럿 1명이 탑승하여 

수심 4,500m까지 잠항 가능

사 양

길이(length) 23.3ft (7.1m)

폭(beam) 8.1ft (2.5m)

높이(height) 12.0ft (3.7m)

잠수 수심
(operating depth) 4,500m

잠수 시간
(normal dive duration) 6~10시간

생명유지시간
(life support dutation) 216시간 (72시간×3명)

총중량(gross weight) 35,200lbs (17t)

적재하중 (payload) 1,500lbs (680kg)

과학장비 적재하중
(science basket payload) 200lbs (91kg)

승무원 수용공간면적
(personnel sphere volume) 144 cubic ft (4m3)

속력 (speed) 운항중 0.5노트 / 최대 2노트

전력 (total power) 최대 57.6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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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연구분야

○ 생물, 지질, 지구물리, 화학, 지화학, 공학 등

지원모선

○ 초기에는 1965년에 건조된 미해군 쌍동선 Lulu을, 1983~1996년에는 AtlantisII

(1962년 건조)를 사용하였으며, 1997년에 심해잠수지원선인 Atlantis(3,200톤,

미해군 소유)가 건조되면서 ALVIN 및 기타 무인잠수정의 잠항을 지원하게 됨

Lulu Atlantis

Atlantis 사양

- 건조년도 : 1997년

- 길이(length) : 274 ft (83.5m)

- 폭(beam) : 52.5 ft (16m)

- 총톤수(gross tons) : 3,200톤

- 항속거리(range) : 17,280NM

- 속도(speeds) : 11.0 knots

- 승무인원 : 60명(선원 22명, 과학자 24명, DSOG 12명, SSSG Techs 2명)

6,500m급으로의 개조

○ ALVIN은 2010년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심해산호 피해조사를 마지막

으로 운행을 마치고 6,500m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개조에 들어감

- 잠항수심, 배터리 용량, 탑승자 공간, 잠수시간, 조명 및 이미징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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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F의 지원을 받아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12년 완료 예정임

- 1단계 : 구체 디자인 향상, 명령 및 제어 시스템 향상, 고화질 비디오 시스템,

인체공학적 내부 디자인, 머니퓰레이터 향상

- 2단계 : 리튬이온전지, 신규 추진설비, 밸러스팅 시스템 향상, 6,500m급으로의

시스템 향상

○ 개조 후 사양

Stage 1 Stage 2

길이(length) 23.1ft (7m)

폭(beam) 8.4ft (2.6m)

높이(height) 12.1ft (3.7m)

잠수 수심
(operating depth) 4,500m 6,500m

잠수 시간
(normal dive duration) 6~10시간 8~12시간

총중량(gross weight) 45,000lbs (20.4t) 감 축

과학장비 적재하중
(science basket payload) 400lbs (181kg)

승무원 수용공간면적
(personnel sphere volume) 171 cubic ft (4.8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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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프랑스 : Nautile

1984년 건조되어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에서 운용 중임. 수심 6,000m

까지 잠항 가능

사 양

잠수 수심 (Operating depth) 6,000m

길이 (length) 8m

폭 (width) 2.7m

높이 (height) 3.81m

무게 (weight) 19.5톤 (수심 6,000m 시)

전지 및 전력 (battery power)
납축전지 

37kWh in 230V, 6.5kWh in 28V

생명유지시간 (Life support) 120시간

과학장비 적재하중 
(scientific equipment payload) 200kg

속도 (speed) 1.7 노트

승무원 (crew) 3명

이용 분야

○ 특정지역 탐사, 고정밀 수심측량, 물리 측량, 시료채취,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배치 및 점검, 난파선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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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선

○ 연구선 ’L'Atlante' 및 ‘Pourquoi pas?'를 이용하여 운영

- L'Atlante : 해양지구과학, 물리해양학, 해양생물학 및 Nautile과 ROV

Victor 6000 지원을 임무로 함

L'Atlante 사양

- 건조년도 : 1989년

- 길이(length) : 84.6m

- 폭(beam) : 15.85m

- 총톤수(gross tons) : 3,559t

- 속도(speeds) : 11 knots (최대 15.3 knots)

- 승무인원 : 17～30명

- Pourquoi pas? : 해양학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Nautile과 ROV

Victor 6000을 지원함

Pourquoi pas? 사양

- 건조년도 : 2005년

- 길이(length) : 107.6m

- 폭(beam) : 20m

- 총톤수(gross tons) : 6,600t

- 속도(speeds) : 11 knots (최대 14.5 knots)

- 승무인원 : 18～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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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러시아 : MIR-1, 2

러시아 과학위원회가 개발을 시작하여 핀란드조선회사에 의해 1987년 건조됨. 

러시아 과학위원회 소속의 쉬르쇼프 해양연구소에서 운용 중임. 수심 6,000m

까지 잠항이 가능하며 해저 열수활동지역 조사에 공헌하고 있음

사 양

잠수 수심 (Operating depth) 6,000m

전력 (Power Supply) 100kWh (Nicad 전지)

생명유지시간 (Life support) 246 man/hours

최대속도 (Maximum speed) 5 knots

부력 (Buoyancy from surface) 290Kg

무게 (Dry weight) 18.6t

길이 (Length) 7.8m

폭 (Width (with side motor)) 3.8m

높이 (Height) 3m

재질 (Material) Ni steel

승무원 (The crew) 3명

이용 연구분야

○ 열수활동지역 조사, 지질․생물 샘플 수집, 수문물리학적 수심 측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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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선

○ 연구선 “므스티슬라브 켈디쉬(Akademik Mstislav Keldysh)"호(1981년 건조)

가 MIR-1, MIR-2를 지원

Akademik Mstislav Keldysh 사양

- 건조년도 : 1981년

- 길이(length) : 122.2m

- 폭(beam) : 17.82m

- 총톤수(gross tons) : 5,543톤

- 항속거리(range) : 20,000NM

- 속도(speeds) : 10.5 knots

- 승무인원 : 선원 34명, 과학자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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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일본 : 신카이6500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가 보유하고 있으며 

1989년에 건조됨. 6,500m까지 잠항 가능하며 이는 현재 운용 중인 유인잠수정 

중에서 최대잠수심도임

사 양

잠수 수심 6,500m

길 이 9.7m

폭 2.8m

높 이 4.1m

무 게 26.7t

잠항시간 8시간

생명유지시간 129시간

적재중량 150kg

최대속력 2.5노트

승무원 3명(파일럿 2명, 연구원 1명)

이용 연구분야

○ 지구내부역학 규명, 생명진화 규명, 심해생물 이용 및 보전, 열․물질순환 

규명 등 심해지진, 지구활동, 심해생명체 등에 관한 연구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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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선

○ 심해잠수조사선 지원모선 ‘요코스카’(1990년 건조)를 통해 운용하고 있음. 요코

스카는 그 외에도 AUV '우라시마‘, ROV '딥토우’의 잠항도 지원함

Shinkai6500 사양

- 건조년도 : 1990년

- 길이(length) : 105m

- 폭(beam) : 16m

- 총톤수(gross tons) : 4,439톤

- 항속거리(range) : 9,500마일

- 속도(speeds) : 16 knots

- 승무인원 : 60명(선원 27명, 신카이6500 운행요원 18명, 연구자 15명)

2012년 3월 추진 조종장치 개조공사를 통해 추진성능을 향상시킴

○ 후부 주추진기를 선회식 대형 1대에서 고정식 중형 2대로, 수평방향 추진기를

후부에 1대를 증설하는 등 이전에 4대였던 추진기를 6대로 증설하여 회두

(回頭)성능 향상

* 측면(후부에 수평스러스터를 1대 추가(화살표))

개조전 개조후



 Part I 신규 대형과제 발굴 :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분석

15

* 후방(주추진기를 선회식 대형 1대에서 고정식 중형 2대로 변경(화살표))

개조전 개조후

항 목 이 전 개조 후 비 고

선체 
주요항목

전장 9.5m 9.7m 샘플바스켓 선단에서

폭 2.8m 2.8m 고박(固縛)용 아이 포함

높이 4.3m 4.1m

공중중량 26.7t 26.7t

수중최대속력 2.5노트 2.7노트

주추진기 후부 1대 후부 양현 2대
선회식 대형 1대를 고정식 

중형 2대로 변경
전동기 교체

수평스러스터 전부 1대
전부 1대
후부 1대

후부 수평스러스터를 신규증설
전부 전동기 교체

수직스러스터 양현 2대 양현 2대 전동기 교체

전동기방식 유도전동기 DC Brushless 전동기
추진장치뿐만 아니라 
해수펌프, 유압펌프 

전동기도 교체

조종제어방식
각 스러스터를 개별 

조작
복수 스러스터의 
동시조작 가능

조이스틱으로 모든 방위로 
조선 가능

자동조선기능 선수방위유지
선수방위유지 

심도유지

종래의 선수방위유지에 
더해 심도유지기능을 추가

현장 회두에 필요한 시간 약 4분 약 2분
선회반경 약 20m였지만 
선체중심을 기준으로 회두 가능

횡이동

스러스터기동에 약 6초가 
걸림

옆으로는 진행불가

속도제어 곤란

스러스터기동 준비가 
불필요

옆으로 이동가능

속도․방향을 쉽게 제어 
가능

종래에는 주추진기와 전부 
수평스러스터를 수동으로 
조절하였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했음

정지에서 순항속도까지의 
소요시간 (0⇒2노트) 1분 40초 1분 15초

시험실측치
가속능력은 1.3배

순항속도에서 정지까지의 
소요시간 (2노트⇒0) 1분 55초 53초

시험실측치
제동능력은 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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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중국 : 자오룽

중국과학부 및 국가해양국에서 자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중이며 중국대양

협회, 중촨(中船)중공업그룹 등 1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2009년 8월을 시작으로 중국 유인잠수정 자오룽호는 1,000미터와 3,000미터 

시험잠수를 시작하였음. 2010년 5월 31일 ~ 7월 18일 자오롱호는 남중국해 

3,000미터급 해상 실험에서 총 17차만에 잠수를 성공하였으며 그 중 7번은 

2,000미터, 4번은 3,000미터를 돌파하고 최대 잠수 3,759미터에 도달하여 전

지구 해양 평균 3,628미터를 초과하였음 

6월 27일, 자오룽호는 최종실험으로 제6차 7,000미터급 해상실험을 전개하여 

최대 잠수 7,035미터에 도달함. 자오롱호는 해저에서 2시간 작업을 성공하면서 

중국 7,000급 해상실험을 완료함. 자오룽호는 제5차 실험 중에 3시간 동안 

잠수를 한 후 7,062.68미터를 잠수하였으며 내년 3월 남중국해 심해 계획에 

따라 심해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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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잠수 수심 7,000m

길이 8.2m

폭 3.0m

높이 3.4m

무게 22t

잠항시간 12시간

생명유지시간(응급시) 252시간

적재중량 240kg

최대속력 25해리

승무원 3명

지원모선

○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연구선인 XiangYangHong09을 이용 중

向阳红09 (XiangYangHong09)사양

- 유형 : 심해잠수 실험 모선

- 만재배수량 : 4,435톤

- DWT : 1,626 mt

- 건조년도 : 1978년

- 길이×폭×높이 : 112.05×15×8.2m

- 항해속도 : 18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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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해저 7천ｍ 잠수에 성공한 유인 심해잠수정 자오룽(蛟龍)호

를 내년 3월 남중국해에서 해저지형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자오룽호의 남중국해 투입은 현재 베트남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의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자오룽호의 탐사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지형, 생물자원, 광물자원 등의

정보를 활용, 주권분쟁은 물론 석유 등 에너지 자원개발 등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동향 시사점>

심해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인잠수정을 활용

○ 심해 지질, 생물, 자원 조사 등 다양한 해양연구 분야에서 활용

○ 해양연구뿐만 아니라 유류유출, 선박전복 등의 해상사고 시에도 활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음

잠수정 활용을 위한 전용모선 운용

○ 유인잠수정 뿐만 아니라 무인잠수정 등도 지원하는 3천톤급 이상의 대형 전용모선을

보유하여 원활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중국의 세계 최대 7,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 미국 ALVIN의 6,500m급으로의

개조 및 일본 신카이6500의 추진성능 향상 등 보다 깊고 안정적인 탐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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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국내 현황

유인잠수정‘해양250’건조

○ 1986년 11월 13일 포항 동북방 22마일 해역에서 3인의 승조원이 탐승하여 

수심 251m까지 잠항 시험 수행

* 개발기간 : 1983. 8 ～ 1986. 11

○ 1986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연근해 수중연구조사, 시료채취, 침몰선박의 수중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12월 퇴역

* 주요제원 : 길이 7m, 폭 2.65m, 높이 2.65m, 전체중량 9.85톤, 전체체적 약 9.27m3,

전진속력 2.3kts, 운항수심 250m, 동력원 연축전기 2set, 승선인원 3명(조종사 2,

연구원 1), 항해장비(Gyrocompass, Autopilot, Digital Depthmeter, Scanning Sonar),

통신장비(UHF Radio Telephone, Underwater Telephone), 과학장비(Underwater Camera

System, Manipulator 등)

< 국내 최초 유인잠수정 ‘해양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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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6,000m급 차세대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2001. 5 ～ 2007. 4

- 연구비 : 120억원

○ 연구내용

- 심해 무인잠수정 핵심기술 개발

* 심해계측탐사, 다중선체 운동제어, 위치추적, 수중 호밍/도킹, 원격정밀제어, 수중통신

- 심해 무인잠수정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심해진수장비(해누비), 심해탐사로봇(ROV, 해미래), 자율이동로봇(AUV, 이심이), 선상

지원시스템

- 심해 무인잠수정 운용기술 개발

○ 동해 및 태평양에서의 성능시험

- 2006. 10. 28 : 동해 울릉분지 수심 2,026m 해저에 태극기 설치

- 2006. 11. 06 : 태평양(필리핀해) 수심 5,775m에서 자세-고도 제어 성능 및 

센서기능시험, 해저면 촬영 성공

< 해미래 진수준비(좌), 동해 울릉분지 2,026m 해저에 태극기 설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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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타당성 검토

정책적 타당성

○ 동북아 균형자(Power Balance) 역할 수행을 위한 해양과학기술력 증진

- 태평양을 축으로 우리나라 주변에는 세계 강국(미, 러, 일, 중)이 포진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남보다 먼저’ 심해를 선점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미국 : 1960년대부터 해양개발을 국가전략계획으로 선정하였으며, 1999년 신국가

해양정책「Turning to the Sea : America´s Ocean Future」를 수립하면서 ‘미지의

해양영역 선점에 필요한 심해잠수정’ 개발을 국가전략과제로 선정

* 러시아 : 2007년 심해유인잠수정 ‘미르호’를 앞세운 러시아 북극원정대가 4천m

해저에 자국 국기를 설치하여 자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였고, 북극해 해역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할 2개 여단을 창설할 계획

* 일본 : 2003년 10개년 해양정책인「장기적 전망의 일본 해양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면서 ‘심해시추시스템과 자율무인잠수정(AUV) 개발’을 중점추진과제

로 선정

* 중국 : 1999년「제10차 5개년 계획(10․5계획)」에서 ‘심해대양연구’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이후 국가차원의 대규모 자원투입 결과 2012년 심해유인잠수정

‘자우룽호’가 태평양 7,062m 탐사에 성공

○ 해외경제영토 선점을 위한 탐사 및 자원개발에 활용

- 약 2억㎢에 해당하는 공해(국가관할권 이원해역)가 아직도 기회의 미답지로

남아있음

- 우리나라는 남한면적보다도 넓은 10만 2천㎢의 심해저 광구(망간단괴, 해저

열수광상)를 확보하고 있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임

기술적 타당성

○ 심해과학탐사와 조사, 해난사고에 따른 구난작업 지원 및 해양방위 등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의 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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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양산업 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인공섬, 부유식 플랜트, 심해저 자원

개발 및 해저 에너지원 개발에 필요한 효율적인 수중작업 수단의 핵심기술

로 대두

○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통합․융합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산업 관련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 극한환경에서의 내압 및 방수기술, 수중 로봇기술, 수중무선통신 기술 등

○ 1980년대 중반 수심 250m급 유인잠수정 개발, 1990년대 해군의 국산 잠수함 

건조, 2000년대 6천m급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등 관련분야 기술들을 축척하여 

왔기 때문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은 상당부문 확보된 상태

경제적 타당성

○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에 따른 수입대체 및 경제적 효과 측면

- 해양방위 및 안보증대 효과

- 해양 재난시의 구난시스템 구축

* 해난사고 구난과 침몰선의 인양작업 지원, 수중 오염원의 조사․관측 및 오염원

제거작업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연근해 대륙붕 및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등 심해 자원개발

*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의 30%가 대륙붕에서 생산

* 심해저 광물 및 에너지 이용률도 급격히 증가 예상

○ 국내시장의 수요만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에 따라 선형 및 선체 등 ‘설계기술’ 등 수출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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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연구개발 내용, 적정사양 및 주요 활용연구 분야

※해양수산부(2007),「심해유인잠수정개발을위한기획조사연구(연구책임자: 이판묵)」보고서참고

연구개발 내용

○ 핵심기술

- 심해용 대형 내압 선체의 설계 및 제작 기술

- 심해 유인잠수정의 선형설계 및 제작기술

- 생명유지 장치 및 안전시스템 기술

- 수중에서 안정된 전력원 확보 기술

- 수중복합센서 시스템 기술

○ 유인잠수정 시스템 개발

- 6천m급 심해 유인잠수정의 개념설계

- 심해 유인잠수정의 상세설계

- 내압용기 제작기관 선정 및 조립기관 선정

○ 운영․시험 구축

- 생명유지 장치 및 안전 성능시험 장치

- 지원모선의 설비(A-Frame 부착 크레인, 선상지원 설비) 제작

- 심해환경 HILS(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션 개발

- 심해 유인잠수정 모사 승조원 훈련장치

○ 운영센터

- 심해 유인잠수정 운영센터 구축

- 심해 유인잠수정 운영기술 개발

적정사양

○ 주요기능

- 심해 해양과학자료 획득

-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정밀 수중작업

- 정밀 수중항법 및 자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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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데이터 획득 및 저장

- 수중 원격통신 및 원격제어

- 다양한 탐사장비 부착

○ 주요제원

- 주요 시스템 구성

* 내압용기, 전원시스템, 부력재, 추진시스템, 유압시스템, 발라스팅 시스템, 수중카메라

및 조명시스템, 센서시스템, 긴급 구난시스템, 선상시스템

- 주요사양

* 수심 6천m급, 9(L)×3(W)×3.5(H) m, 무게 20톤급, 최고속력 6kts

* 3인승(조종사 1, 연구원 2)

* 10시간 운용, 5시간 작업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7년

* 1년(개념설계), 2년(상세설계), 3년(제작), 1년(실해역 시험)

- 사업비 : 900억원(추정)

☞ 안전문제 등을 위해 심해 유인잠수정 전용모선 건조 필요 

주요 활용연구 분야

○ 심해탐사

- 6천m 이상 대양탐사(생물, 생태계 등) 및 동해 해저 탐사

- 심해저 자원(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등) 및 해저화산 조사

- 해저샘플 채취 및 해저 고고학 탐사

○ 해양환경 모니터링

- 해양환경 감시 및 관측 

○ 해양방위 및 해양재난 대응

- 침몰선 구난․방제 및 인명구조

○ 수중공사 지원을 위한 기반장비

- 해저관측소 설치, 해저기지 건설 및 수중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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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사업 목적

목  적 

○ 연안침식에 의한 국토유실과 연안회복탄력성1) 저하를 방지하고 연안정비사업

효율․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반도 연안녹색성장 달성을 위하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관련 기초과학분야 이해도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연안

침식 최적대응을 위한 응용 실용화 기술을 개발함

세부목표 

① 국고지원 효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안침식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연안수리․퇴적현상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역․해안별 해안선관리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함과 함께 공학적 활용성이 높은 지식․정보 생산

③ 해안지형변화 예측신뢰도 선진화를 위한 수치․수리모형실험기술 개발

④ 해역․해안 및 배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저비용․고효율 연안

침식제어기술 개발

1) 연안회복탄력성(Coastal resilience)은 해수면 상승, 극치파랑내습, 인위적 영향 등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연안체계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연안 고유의 능력으로서, ①만성적인 퇴적물 결손, ②해안절벽 퇴적체계 후퇴, ③해안선 
후퇴에 따른 퇴적물 재분배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한하는 시설과 행위에 의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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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해안은 심각한 수준의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해안

이었으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항 및 해안도로 등 해안인프라 시설 건설,

댐․보 축조 및 하천 사방사업에 의한 육상토사 공급량 감소와 연안모래 채취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우려할 만한 연안침식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00년 이후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너울․폭풍 내습빈도․강도 증가에 의한 

심각 수준의 해안침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연안녹색성장의 토대인 

연안회복탄력성 유지가 불투명  

(a) (b)

그림 1. (a) 어항방파제 확장에 의한 속초 해안 침식(중앙일보 1987.11.3), (b) 하계

이상너울에 의한 경북 월송정 해안 침식(2008. 8.24)

○ 우리나라는 ‘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 에 의거, 2000년부터 ‘연안정비계획’을 

통하여 연안침식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① 침식관리경험 부족과 통합

관리체계 미흡, ② 전문가 및 R&D 부족, 그리고 ③ 설계․시공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선진국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연안

침식 대응체계와 기술의 전방위적 선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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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연구개발 분야별 현황

111 연구개발 분야

○ 국가예산 투입방향을 결정하는 연안침식 관리정책은 해역․해안별 파랑․해빈류,

조석․조류, 퇴적물이동․지형변화 등 연안수리현상 이해도 수준과 배후지 

특성에 맞추어 설정함이 타당하나, 제반 수리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불

충분하므로 침식관리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정책․전략개발, 국가지원

프로그램 이행성과 및 R&D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함이 바람직   

그림 2. 연안침식관리 진화를 위한 피드백 체계

○ 한편 관리흐름을 크게 다음 4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① 관리코어 : i) 협동형 의사결정체계, ii) 자료통합관리체계, iii) 해안수리 및 

배후지 특성별 관리정책 설정, iv) 연안침식 최적대응방안 선정(경제성 분석

포함) 및 시행성과 분석 

② 현장관측 및 실험 : i) 해안수리 및 배후지 특성별 관측 및 모니터링 항목 

설정 ii) 해안별 수리 퇴적현상 이해도 제고, iii) 해안특성별 관리정책 수립,

iv) 대응 후보안 선정 v) 연안지형변화 예측실험 입력․검증자료 제공, 및 시

행성과 평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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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형변화 예측실험 : i) 후보안(무간섭 포함) 평가, ii) 최종안 정밀평가, iii)

예측신뢰도 개선을 위한 관측항목 선정

④ 대응방안 적용 : 최종안 설계․시공 

그림 3. 연안침식관리 사이클

○ 이에 준하여 연구개발 분야를 ① 관리코어 선진화, ② 연안수리․퇴적현상 

연구 ③ 지형변화 예측기술 개발 및 ④ 연안침식 제어기술 개발로 대별 가능

222 국 외

○ 관리 사이클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독립적인 연구로는 연안침식관련 국가정책

의 효율․효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4개 요소를 포괄하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역에서는 대응방안이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까지 포함하여야함

○ 이와 같은 시스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네덜란드는 사빈해안, 조간대 및 

하구역, 퇴적물이동, 수리역학, 생지화학, 및 연안역 관리 등에 대한 관련연구소

와 대학의 공동연구를 위한 NCK(The Netherlands Centre for Coastal Research)

를 조직하여 1991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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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육군공병단도 해안선관리 효율 제고를 위하여 해안침식․퇴적의 원인과

이의 환경 및 경제적 영향, 해안선 복원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자원개발법 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국가해안선관리연구(NSMS)’를 지원하고 있음

그림 4. http://nationalshorelinemanagement.us/

관리코어 

○ 국지적 사후 대응에 따른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1992년 리우 ‘Agenda 21'에서

지속가능한 연안발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

은 연안침식의 시공간적 관리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통합관리체계를 정착

시키기 시작하였음(영국 1,2차 SMP 및 2009년 법률 제정을 통한 관련 인허가

일원화, 일본 ’99년 법률 개정을 통한 관련부처 합동관리정책 수립)

○ EC는 EUROSION(2002-2005), CoastView(2002-2005), CONSCIENCE(2007- 2010)

등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유럽의 연안침식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

으며, 효율․효과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미국 NOAA는 연안역관리법 에 의거하여 해안침식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안

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토목공사는 수자원개발법 에 따라

육군공병단이 주관함. 또한 연안주 2/3는 ‘연안건설후퇴선(CCSL)' 혹은 ’연안

건설제어선(CCCL)'을 법제화하여 난개발에 의한 해안침식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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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리･퇴적현상

○ 주요 선진국은 연안침식이 주요 연구과제인 국가연구기관(미국 육군공병단 

CHL, 일본 국토기술총합연구소와 항만공항연구소, 네덜란드 Deltares, 영국 

HR 등)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일부 민영화 혹은 

독립법인화)

○ 다양한 관측장비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상이해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나 해안선 변화 예측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 사질해안 포말대

(swash zone)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음

○ 지형변화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최우선 연구항목으로 장기간의 현장모니터링

및 집중 현장실험이 필요함

지형변화 예측기술

○ 미국은 2004년 9월 4개 허리케인이 연속으로 상륙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며,

기존의 수치모형실험이 해안선 후퇴와 방호섬 파열 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음이 밝혀지자 대규모 연구사업 MORPHOS를 착수하였음

○ MORPHOS의 핵심 연구는 관련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대규모 

폭풍 내습 시 해안지형변화 예측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치모형 개발임.

현재 다양한 수치모형이 개발되어 세련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 네덜

란드에 의뢰하여 개발한 모형 Xbeach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었음

 

그림 5. http://www.frf.usace.army.mil/morphos/morpho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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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0년 이후 EFDC, ROMS, MOHID, FVCOM, Delft3D, Telemac 등 

상용모형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 모형의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있으나 해안선

변화와 니사질 혼재상 거동 재현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는 쇄파후 포말대까지의 수리현상이 모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이나 최근 full 3D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는 파랑변형 및 유체와 퇴적물

을 별도로 고려하는 two-phase 모형 연구성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포말대

표사율과 니사질 거동에 관한 실험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된 점으로 미루어 

비록 계산시간의 압박은 예상되지만 지형변화 예측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연안침식 제어기술   

○ 호안 및 고천단 구조물은 2차 침식 유발가능성이 높고 기후변화적응에 불리

함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연안발전을 위한 친환경 공법이 주목받음에 따라 

양빈과 저천단 제어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임

○ 네덜란드는 1990년 ‘동적방호정책’을 택한 이후 1990년 해안선보다 후퇴하는 

구간은 양빈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성 제고를 위한 수중양빈, 효과 제고를 

위한 돌제형 양빈 등 다양한 양빈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양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연안퇴사지 모래를 침식해안에 공급하는 등 

잉여모래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에 일본은 1998년 하천․연안모래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이를 연안통합관리의 제1과제로 선정하였음

○ 미국 NOAA 및 육군공병단도 퇴사지 모래를 침식해안에 연계하고 잉여모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사지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퇴적물관리프로그램(RSM)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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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ttp://rsm.usace.army.mil/

○ EC는 저천단 제어시설 확산을 위한 연구사업 DELOS를 수행하고 지침서를 

2007년 발간하였음

○ 일본은 이안제로 방호에 성공한 해안일지라도 수평선 조망권 개선을 위해 

이안제를 잠제로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예 돗토리현 가이케 해안)

○ 모래를 충진한 토목섬유(geotextile sandbag or tube)가 최근 친환경․저비용 

제어기술로 적용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수리모형실험에 근거한 샌드백에 대한

제한된 설계지침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대학 연구진에 의해 2008년 발표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해안침식 대응을 위한 대형 지오튜브가 상용화되어 

효과가 검증된 바 있음

333 국 내

○ 연안침식대응 국가정책 효율․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연구를 R&D

사업으로 수행한 바는 없으나, 국토해양부 용역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의 

선진국 정책 및 연구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해역․해안별 수리 및 배후지 

특성에 따른 해안선관리정책 설정방법, 연안침식모니터링 과학․공학적 활용성

제고방안, 지형변화예측 수치모형기법 및 주요 공법별 설계지침을 포함하는 

지침서를 수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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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R&D 사업을 통해 정밀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수리․퇴적현상을

연구하였으나 표사계 퇴적물수지 정량화, 수치모형 개발을 위한 입력자료로

서의 활용도가 아직 미흡한 실정임. 포말대 관련현상 연구는 착수되지 않았

으며 니사질 혼재상 거동 규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함

○ 해빈에 대해 최근 다양한 최신 조사기법과 장비를 개발 및 적용하여 해빈의 

침식/퇴적, 연안의 Crescentic bar에 대하여 퇴적역학적 자료를 축적 중이며 

기본적인 해빈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짐

○ 수치모형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용역에서 국외 영역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나 

해안선을 고정경계로 처리함에 따라 공법 적용성과 정량적 예측이 어려움.

그러나 최근 full-3D 수치모형 자유수면 처리기법 개선에 관한 국내 성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음 등에 미루어 향후 현상기반 수치모형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연안침식제어를 위한 경성구조물 설계는 대부분 국외 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국외 성공사례를 적용하였음에도 실패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구조물의 평면배치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임

○ 연안정비사업 성공사례인 부산 송도해수욕장 복합공법(잠제+양빈)이 역할모델이

되어 동서해안 모두 유사공법을 적용한 수요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잠제를 표사계 일부에 설치하면 표사하류부가 침식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해안은 경우에 따라 해수욕장의 니질화와 조간대 표고변화 심화 등이 우려

되는 실정임

○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조차 니사질 조간대의 세립퇴적물

퇴적촉진을 위한 인공수초와 역시 대조차 사질조간대 침식억제를 위한 저천단

돌망태 돌제를 시험시공하여 효과를 입증한 바 있음

○ 연안정비사업에서 양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지질 특성, 연안순환,

모래자원 활용, 최적우회․순환양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없음

○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2010년 회수 및 이동설치가 용이한 철재 잠제를

개발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였으나, 지침서 수립을 위해서는 

수리․퇴적현상 정밀조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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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연구내용

분 야 세부분야 연 구 내 용
선진국 

대비현황/
목표수준

 1. 연안침식 

관리체계

1-1 정보통합/협동 
관리체계

▪자료관리(수집·제공·분석·토의) 통합
▪관계기관 합동정책 수립 및 공조체계 구축

50/90

50/90

1-2 경제성 평가
▪침식피해 및 대책 경제성 평가기법 

개선 개발
60/90

 2. 연안수리･ 
퇴적작용

2-1 관측장비 개발
▪천해역 측심로봇, 장/단파 레이다,

파향파고계
40/90

2-2 원격조사기술 
개발

▪비디오/레이다/라이다 모니터링,

위성영상 
70/95

2-3 시공간적 
모니터링 
고도화 

▪해역별 주요해안 모래수지 정량적 규명 
▪수리 퇴적작용 세부구조 파악 
▪주요해안 장기거동 조사 

70/95

60/95

50/90

 3. 지형변화 

예측기술

3-1 집중 현장관측 
실험

▪수치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 관측 실험 
자료 획득

20/85

3-2 사질해안 
수치모형 개발

▪사구 해안선 전진 후퇴, 수심변화 예측이
가능한 영역모형(파랑 조류 해빈류 표사
지형) 개발

60/95

3-3 사질해안 
수리모형실험

▪이동상 3차원 수조실험 : 수치모형 검증 70/95

3-4 니사질해안 
수치모형 개발

▪현상기반 3차원 니사질 퇴적상 
수치모형   

60/95

 4. 연안침식 

제어기술 4-1 친환경 
연성공법 개발

▪하천 연안모래 최적저사-준설-양빈체계 수립
▪해역 해안특성별 맞춤형 양빈기법 개발 
▪지오튜브공법 개발
▪해안사구 보존 복원기법 개발

30/90

50/90

60/90

60/90

4-2 저비용 고효율 
경성공법 및 
복합공법 개발 

▪저천단 파랑 표사제어시설 개발
▪이동형 철재 파랑 표사제어시설 개발
▪복합(연성+경성)공법 최적설계기술 개발

60/90

50/85

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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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로드맵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2013~2020년 (총8년)

○ 총괄 로드맵

○ 총연구비 : 480억원 

○ 분야․연차별 투자계획

분 야 세부분야 예산(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연안침식 

관리체계

1-1 정보통합관리/기관공조체계 구축 28

1-2 침식피해 대책 경제성 평가 8

소계 36

2. 연안수리･ 
퇴적작용

2-1 관측장비 개발 30

2-2 원격조사기술 개발 25

2-3 주요해안 정밀모니터링 65

2-4 주요해안 장기거동 조사 연구 30

소계 150

3. 연안침식 

예측기술

3-1 집중 현장관측 실험 34

3-2 사질해안 수치모형 개발 20

3-3 사질해안 수리모형실험 20

3-4 니사질해안 수치모형 개발 20

소계 94

4. 연안침식 

제어기술*

4-1 친환경 연성공법 80

4-2 저비용 고효율 경성 복합공법 120

소계 200

총계 480 30 50 60 140 50 50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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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추진체계

○ 사업 중요도를 감안하여 인적·물적 국가역량이 집중된 학․연․산․관 연구

체계로 구성하나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관특성별 수행과제 규정이 어려움

○ 주관연구기관 : 인적자원 스펙트럼, 보유 기장비 등을 감안하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이 주관함이 바람직

그림 7. 연구추진 피드백 체계 (CEROS: Coastal Erosion Study, 가칭)

기  관 역 할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총괄 
▪ 총 4개 연구과제 책임자를 담당함이 원칙이나 분야별 세부주제에 

따라 공동 혹은 위탁연구  

 2. 학  계 

▪ 기장비 보유현황 및 연구경험에 따라 제2과제(연안수리 퇴적작용 
연구) 해양과기원과 공동 혹은 위탁연구 가능 

▪ 해양과기원과 학회 간 협의에 따라 제3과제(지형변화예측) 공동연구
혹은 위탁연구 가능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시설 혹은 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양과기원과 공동연구 

▪ 본 사업을 통해 심도 있는 성능분석이 필요한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능력이 인정될 경우 해양과기원과 제4과제 공동연구

 3. 산업계 
▪ 제2과제 세부과제 관측장비 개발은 해양과기원과 공동연구 
▪ 본 사업을 통해 심도 있는 성능분석이 필요한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능력이 인정될 경우 해양과기원과 제4과제 공동연구 
▪ 일부 제어시설 설계 시공은 공동 혹은 위탁연구 

 4. 협의대상 유관부처 

▪국토해양부 : 연안 하천정비, 해사(골재)채취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어항 항로 및 항계해안 관리
▪지식경제부 : 해사(규사) 채취 관리 
▪환경부 : 기후변화적응 주무부처
▪산림청 : 해안사구 방풍림 관리 
▪연안지자체 : 해사채취, 해안인프라, 방풍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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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추진전략

111 주요 규명대상 현상 및 수요기술에 입각한 연구해안 선정

○ 현상 이해도 제고 및 예측기술 향상을 위해 규명이 필요한 현상의 관측이 

용이함과 아울러 대규모 연안정비 국가사업이 예정되어 기술지원이 필요한 

해안이 우선 후보지 

○ 동서해안 연구해안 후보지(예시)

해 역 해 안 명 해 안 특 성

동해안
강원도 강릉해안  ▪전형적인 대규모 직선형 표사계 

▪어항방파제, 도류제 및 해안도로 전면 해빈폭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침식사례 

▪남항진 이안잠제군이 시공예정이며, 안목해수욕장 침식방지시설
설계 예정 

▪최근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호형사주(crescentic bar) 발달
소멸의 계절적 특성 뚜렷

▪배후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경포대 해수욕장의 안정성 정량적
검토 필요 

▪강릉항 및 사천진항 주변 기존자료 풍부

▪경포대 해수욕장 비디오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중

▪사천진항 외곽시설 확장 예정

경북 울진군 구산-월송리 해안
및 직산리 해안

▪전형적인 중소규모 만곡형 해안 

▪강원도 직선형 해안보다 방파제에 의한 동계파랑 파고 파향 
경사가 큼에 따라 파랑변형, 해빈류 및 표사 연구에 적합  

서해안
충남 태안군 삼봉해안 ▪전형적인 서해안 대규모 직선형 사질 해안 

▪대나무 울타리로 송림이 조성된 사구 방호 

▪서해안 사구복원 연구 적합 해안    

충남 태안군 꽃지해안 ▪전형적인 서해안 대규모 직선형 사질 해안

▪해안도로 호안에 의해 침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량적 연구 
수행된 바 없음

▪충청남도는 해안도로를 철거하는 사구복원 검토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안 ▪전형적인 서해안 중규모 만입형 해안  

▪고조 고파 중첩시 호안 전면 크게 침식

▪파랑-조류 복합작용 연구에 적합 

▪기존자료 풍부 

전북 고창군 구시포해안 ▪남북양단이 돌제 및 연육교로 차단단 소규모 해안

▪양빈과 이안제 2기로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국가사업 설계 예정

▪국지적 파랑차단으로 조간대 표고경사가 커지고 일부 구간은 
니질화되어 해수욕장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 있음

경기만 조간대 ▪니사질 혼재상 거동 연구에 적합

▪옹벽 전면 침식, 대규모 개발에 따른 퇴적상 변화 구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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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성과 워크숍 연례화 및 국제공동연구

○ 네덜란드 학연 연구프로그램인 NCK는 매년 NCK day를 지정하여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있음

○ 본 연구도 ‘연안발전포럼’, 관련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 혹은 별도의 워크숍을

통해 매년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로드맵을 

발전적으로 수정

○ 미국 육군공병단, 일본 항만․공항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함과 아울러

public domain에 공개된 주요 국외 모형 성능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진

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그림 8. http://nck-web.org/

333 행정계획 효율․효과 제고 및 교육․훈련장으로 활용

○ 연안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어항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연

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행정계획의 효율․효과를 제고함

○ 친환경 우회․순환양빈 시험시공 시 지역 간 모래자원 이기주의에 따른 갈

등과 양식장․어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범사업 성공해안에는 비전문 관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을 설치함으로써 교육․훈련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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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세부과제별 추진전략

관리코어 

○ 관련자료 통합체계의 base map은 네덜란드 체계가 사용하는 Google 위성 

동등 이상으로 함

그림 9. https://publicwiki.deltares.nl/display/OET/KML+Screenshots

○ 자료수요자의 관심자료 획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가들 간 현상토의 및 

수치모형 비교를 위한 test bed 자료를 제공함

○ 연안침식 관련부처/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견교환 네트워크

를 포함

연안수리･퇴적현상 관측 

○ 대부분의 주목할 만한 침식은 고파사상 동안 발생하므로 연간관측 주기에 구애

받지 않는 목적현상 중심의 관측이 바람직

○ 고파사상 발생 직후의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 사질해안 연구에 결정적인 정보인 해안선으로부터 수심 3~5m까지 신뢰성 있는 

측심을 위해 로봇 개발 

○ 비디오모니터링은 국가모니터링에서 수행하는 동종의 측량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원격탐사 모니터링을 추가하여 해황과 주야의 

제약 조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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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은 필수정보이므로 모든 대상해안에서 연중관측 

그림 10. 천수심 측심로봇 SPROVER

지형변화 예측기술 개발  

○ 지형변화 예측모형 입력․검증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관측 및 실험

○ 사질해안의 경우, 최종목표는 해안선변화 예측이 가능한 full-3D 영역모형 

개발이나 아직까지는 2DH 모형이 공학적으로 유용하므로 국내 설계용역회사

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국외 2DH 모형을 해안선변화 모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중간목표로 설정

○ 사질 수치모형검증 및 시범시공안 효과 검토를 위하여 3차원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수행 

○ 니사질 혼재상 3차원 모형의 경우 파랑에 의한 연직방향 계수난류확산을 현실적

으로 반영하고 저면 죽뻘(fluid mud)의 non-Newtonian 유동과 압밀․액상화

처리기법 개선에 집중 

연안침식 제어기술 개발  

○ 친환경․저비용․고효율 제어기술 개발에 집중

○ 우회․순환양빈의 경우, 자동양빈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포함 

○ 저천단 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해역 파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회수가 가능한 시설 개발에 집중

○ 지오튜브의 경우, 호안, 돌제, 잠제 및 구조물 속채움재 등 다양한 활용방안

을 검토하고 호안으로 사용할 시에는 투수성 제고방안을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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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직접편익 : 연구개발의 최종 성과(특허, 관리지침서 개발, 설계 및 시공 지침서

개발 등)가 연구성과의 불확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사업비의 7%(전문가 의견)

절감할 수 있음(1조 5천억원 × 7% = 1,050억원)

○ 간접편익 : 생산유발효과 755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399억원, 고용창출효과

666명(생산유발계수 1.57, 부가가치 창출계수 0.89, 고용 창출계수 1억당 1.49명

적용)

○ 비용 : 2013년부터 2020년까지(8년간 480억원 투자)

○ 분석결과(할인율 5.5% 적용) : BC 5.03, NPV 1,647억원

사회적 효과  

○ 국토유실 방지 및 연안환경 보전

○ 연안침식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활성화로 지역갈

등 최소화

○ 기후변화적응을 포함한 관련기술 선진화와 그에 따른 효과 가시화로 대국민 

정부 신뢰도 향상

기술적 효과  

○ 관련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연안침식대응 국가

역량 제고

○ 관련기관 공동정책 수립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한 협동관리로 하천․연안

모래자원 효과적 관리

○ 개발기술의 민간이양을 통하여 국외 관련사업 수주능력 제고 





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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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해양과기원의 비전 및 기본이념

비전 및 임무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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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해양과기원의 지향점

글로벌 대양연구 선도기관

○ 국내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미래 신해양시대를 주도

○ 뛰어난 연구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우수연구센터 구축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분야 경쟁력 확보

⇒ 2020년까지 우수연구센터 20개 육성

○ 대양, 극지해, 심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

- 대담하고, 모험적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 추진

○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

- 2020년까지 해외 연구거점 8개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의 플랫폼

○ 약 40년간 축적된 해양(연)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도전 마련

○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조사선, 시설 및 기장비 등을 구축하고, 대학 및 산업체

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환경 조성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기관

○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 Scholar(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연간 10명)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프로그램 운영(30명/2015년)

○ 연구자의 전주기적 능력 배양

- 해양과기원에 채용된 신진연구자가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Career Path 관리) 지원체계 운영

○ 우수인력 확보

- 국내외 우수 해양과학자 채용․영입

- 해양관련 대학교수의 겸직연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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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해양과기원의 연구전략

「+(플러스형) 연구전략」

○ 더 넓게 : 해양경제영토 확장, 극지-대양연계프로그램 추진

○ 더 깊게 : 심해연구 강화

○ 더 안전하게 : 융․복합기술 기반 실시간 관측 및 예측정보 제공

○ 더 풍요롭게 :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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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차기정부 해양과기원 10대 과제

정부의‘2020 해양과학기술’4대 목표와 연계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해양과기원 

10대 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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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

사업목적

○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갈등 요인 도출 및 해양갈등현안 상시 

대응체계 구축

○ 해양과학통합정보 및 환경평가에 근거한 해양공간관리 체제 

구축

사업내용

○ 독도, 동해지명, 이어도 문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활용

방안 등 해양현안 문제에 대응할 중장기적 매뉴얼 작성 

○ 해양영토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동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정책집행 수행

○ 과학기반 해양공간이용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계획 수립

기대효과

○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비한 과학적

자료 확보 및 실무적/국가적 차원의 대응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연간 2,790억원, 총 5년간 1조 3,950억원

기대

[ 한․중․일 해양과학조사 측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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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해양관측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해저관측망, 종합해양과학기지, 해양위성 등 3차원 입체적, 실시간

감시․관측시스템과 해양예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해양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3차원 입체적 실시간 감시․관측시스템 구축

: 울릉도∼독도, 마라도～이어도, 추자도～제주도 등 해저관측망

케이블 설치․운용 및 Glider 관측 운영 

: 해저지진, 쓰나미 등 해양재해 요인 모니터링

○ 해양예보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예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실시간 해양관측 및 해양예보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해양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중국어선 감시 등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 재해․재난시

신속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생산유발효과 : 연간 3,550억원, 총 5년간 1조 7,750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940억원, 총 5년간 4,70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1,530명, 총 5년간 7,630명

[ 통합해양관측시스템 구축 개념도 ] [ 해양정보 통합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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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안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태풍, 쓰나미, 이상파랑, 연안침식 등으로 인한 연안 재해․재난

에 대응할 수 있는 관측․예보 융합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실시간 부이, HF-Radar, 종합해양과학기지, 인공위성 등을 연동한

실시간 연안재해 대응 관측시스템 구축

○ 실시간 관측시스템과 자료동화기술 기반 연안재해 대응 예보

시스템 구축

○ 폭풍 및 지진해일에 의한 해일고․침수범람 예측시스템 및 방재

시설 개발

○ 연안재해 유발 고파랑 특성 분석․예측기술 개발

○ 연안침식 저감기술 및 연안지형변동 예측시스템 개발

○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및 유류유출 예측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피해규모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재해․재난의 피해 저감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연간 3,500억원, 총 5년간 1조 7,500억

원 기대 

[연안재해 대응 관측․예보 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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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구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기후변화 및 장주기 기후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고유

의 미래지구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해양 열염분순환의 변동과 대양간 상호작용 연구 

○ 해양 탄소순환계 특성 및 변화 규명

○ 열대 해양순환이 동아시아 해양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태풍기인 대륙븡 및 심해 혼합특성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형 환경 변동성 연구

○ 해양위성을 활용한 해양환경 변동 연구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되는 기상재해에 대한 맞춤형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산업경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연간 2,375억원, 총 5년간 1조 1,875억원

기대 

[ 한국형 지구변화 예측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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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생태계 구조 진단·관리 및 기능복원

사업목적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

○ 자연과 조화로운 고기능의 생물 서식처 복원

사업내용

○ 해양생태계 진단·복원을 위한 구조 및 기능 연구

○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평가기반 관리기술 개발

○ 생물자원 및 서식지 보존․복원으로 유용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친생태공간 조성

○ 다목적/다규모 실험생태계 (KIOST Sphere) 구축 및 운용

기대효과

○ 건강하고 다양한 고기능의 해양생태계 지속성 확보로 국가 자원의

최첨단 관리 및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연안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선도적 기술 확보, 나아가 생태계 

관리 및 생태복원 기술로의 연계 발전 활용

○ 다양한 생물군 특성과 서식환경을 고려한 실험생태계 모의기반

해양생태계 종합적 해석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3,365억원, 총 5년간 1조6,825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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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생물․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사업목적
○ 해양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미래주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

으로 육성

사업내용
○ 국내외의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약, 바이오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기대효과

○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보존 및 이를 기초로 하는

해양생명공학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생산유발효과 : 연간 3,060억원, 총 5년간 1조 5,290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850억원, 총 5년간 4,24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1,130명, 총 5년간 5,630명

[ 초고온성고세균이용바이오수소생산 ] [ 해조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 ]

[ 열대해역에서 흑진주 대량배양 ] [ 해양 스피룰리나 대량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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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양광물자원 개발

사업목적
○ 해외경제영토 및 전략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태평양 심해저망간

단괴, 해저열수광상 등 광구 및 개발권 확보

사업내용

○ 공해(동․남서태평양, 인도양) 및 도서국 EEZ 해역(피지, 쿡 

아일랜드 등)을 대상으로 해양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실해역 탐사 

수행

○ 독자적 탐사기술 개발로 해양광물자원의 정밀자원량 평가 : 광구

선정 및 상업개발을 위한 최적 개발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 자원개발을 위한 환경연구 수행

○ 국제공동연구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심해탐사장비/기술 개발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금속광물자원 및 

희유금속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 생산유발효과 : 연간 3,000억원, 총 5년간 1조 5,000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800억원, 총 5년간 4,00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1,500명, 총 5년간 7,500명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광구 분포도] [개발 중인 망간단괴 집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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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해연구 및 첨단 장비․시설 구축

사업목적 ○ 심해 해양탐사 기반기술 확보 및 해양개발 사업의 활성화

사업내용

○ 6천미터급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

○ 심해공학시험수조 건설로 해양구조물․플랜트산업 세계기술시장

선도

기대효과

○ 심해 극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조선, 항공, 우주, 국방 등 타 

분야로의 기술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연간 2,000억원, 총 5년간 1조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400억원, 총 5년간 2,00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700명, 총 5년간 3,500명

[ 세계 심해 유인잠수정 ]

[ MARIN(네덜란드) 심해공학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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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양에너지 및 해양플랜트 개발

사업목적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단지조성 및 국가 에너지자원의 개발-이송-

저장-공급을 위한 해양플랜트 등 기술개발

사업내용
○ 해상풍력, 조류, 조력,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기대효과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비중 10% 달성

○ 해양플랜트,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 생산유발효과 : 연간 7,370억원, 총 5년간 3조 6,850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2,150억원, 총 5년간 1조 750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3,390명, 총 5년간 16,950명

[ 해상풍력-파력스마트 복합발전 ] [ 다목적 해상풍력발전 활용 ]

[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 Rig ] [ 부유식 해상 LNG터미널/FS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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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해양공간 활용기술 개발

사업목적
○ 친환경 해상도시/공간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및 다목적 해저과학

기지건설 기술 개발

사업내용

○ 해양에너지개발 기능과 자원재활용 기능이 접목된 친환경 해상

도시 건설기술 개발(친환경 비매립식)

○ 수심 50m에 50인 이상 작업/연구인력이 상주 가능한 해저과학

기지 건설

기대효과

○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인류활동의 입체적 공간조성과 편의제공

○ 생산유발효과 : 연간 3,001억원, 총 5년간 1조 5,005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연간 705억원, 총 5년간 3,525억원

○ 취업유발효과 : 연간 1,142명, 총 5년간 5,710명

[ 친환경 해상도시 개발 방향 ] [ 다목적 해저과학기지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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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행사개요

행사명

○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국제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Acclimatization and Establishment of

KIOST- Leading the New Ocean Era)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09:00~17:00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3F 사파이어 볼룸

주최 / 주관

○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연구원 (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석자

○ 국내외 해양관련 전문가 2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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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발표 주요내용

기조발표 : 그린코드시대의 해양과학기술 전략

○ 발표자 :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발표내용

- 그린코드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해양정책

-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전략적 제언

주제 I : 해양과학기술원의 발전전략

○ 발표자 : 김웅서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 발표내용

-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의의, 기본이념, 비전, 임무, 주요기능, 중점

연구분야 및 발전방향 제시 

주제 II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arine Research in the 21. Centry

○ 발표자 : Dr. Peter Hezig 독일 헬름홀츠 해양과학연구소(GEOMAR) 소장

○ 발표내용

- GEOMAR의 현황 및 주요 연구분야소개, 유럽 및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현황

○ 주요제언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의 조화

- 대학과의 협력 강화(예. GEOMAR-킬 대학)

- 대국민을 위한 연구도 고려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 역할 수행

- 장기적 연구전략 수립

주제 III : Governance and Knowledge the two pillars of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 Towards a marine and maritime research strategy for KIOST

○ 발표자 : Dr. Yves Henocque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선임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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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내용

- 해양연구를 위한 유럽의 전략과 IFREMER의 전략계획

-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

- 이슈해결을 위한 미래 중점연구분야 제시

○ 주요제언

- 융․복합연구 및 공공정책 개발

- 교육의 중요성

주제 IV : Frontier in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MSTEC's 

new era & Partnership with KIOST

○ 발표자 : Dr. Asahiko Taira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경영이사

○ 발표내용

- 최근 JAMSTEC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분야 소개

- 여수엑스포 전시(OCBPA) 참여 계획

- 파트너이자 라이벌로서의 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 방안

○ 주요제언

-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 JAMSTEC과 인프라(Chikyu, Shinkai 6500 등) 공동활용

주제 V : Looking Forward: New Era of Global Ocean Science & Engineering

○ 발표자 : Dr. Tony Haymet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소장

○ 발표내용

- SIO의 최신 연구․인프라 현황 소개

- 해양관측프로그램 등 새롭게 설립되는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주요제언

- 인적자원 확보 경쟁에서 이겨야만 기관 경쟁력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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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토론 주요내용

그룹 A 토론

토 론 주 제 토 론 자

•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동향과 미래 전망(70분)

- 세계 해양과학기술 동향, 현안 및 선진국의 해양연구프로

그램 현황

-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전망 ; MT 2020

채장원(좌장)

Dr. AsahikoTaira

Dr. Yves Henocque

김경렬
최항순
권문상

○ Dr. Asahiko Taira / JAMSTEC 경영이사

- 복잡한 해양시스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측시스템 및 자료구축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융․복합연구와 해양연구기관간 협력연구 필요

- Q) 일본동북부 지진해일 이후 대응방안? (좌장)

→ 부이, 위성 등을 이용한 일본 연안에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예산획득을 위해 정부를 계속 설득 중임

- Q) IODP의 향후 10년간 계획에서 ‘Geomicrobiology' 분야가 연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연구동향 및 국제적 동향은? (오재룡)

→ 심해(극한환경)의 미생물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임. 지표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메타볼릭 대사는 생명의 기원 연구

에도 활용 가능함. JAMSTEC은 치큐호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

하며,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도 초점을 맞추어 수행할 계획임

- Q) JAMSTEC이 일본 정부에 1가지 건의한다면? (임현택)

→ 예산, 인력 및 연구자율성 확보

○ Dr. Yves Henocque / IFREMER 선임자문관

- 금일 발표한 연구기관들의 현안이슈와 우선순위는 대동소이함. 유효한 해양

관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



 PartⅡ 해양과기원 설립 관련 국제심포지움 주요 토론 및 시사점

67

- Q)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IFREMER가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현안문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좌장)

→ 여러 부서간 그리고 분야간 통합연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해양자원 

예측과 환경이슈도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해안부터 심해까지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IFREMER는 15개 unit간 다학제

간 통합연구를 통해 정책입안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Q)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 대양에서의 연구정책 및 지원전략? (이재학)

→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연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Q) 해양생명공학 분야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어야하는 분야임. IFREMER

의 정책적 대안은? (이연주)

→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당사국총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음.

나고야 선언에 따라 IFREMER는 개발과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을 

조화롭게 보조를 맞출 계획임

- Q) IFREMER가 프랑스 정부에 1가지 건의한다면? (임현택)

→ 지역해/공해 개발, 학제간/연구분야간 접목 등을 위해 조직내부 및 파트너

간 수평적 통합

○ 김경렬 /서울대 교수

- 기후변화연구를 위해서는 심층수 순환(Conveyor Belt System)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ARGO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함

- 해양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해양산성화의 역습

에 해양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음. 해양연구를 위해서는 지구시스템의 이해가 

필요하며, 지구환경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함

- Q) 동해연구 현황 및 문제점? (좌장)

→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서 대양의 축소판임. CREAMS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동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함. 연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기관측을 위한 재원확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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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주변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따른 문제 등임. 그러나 PICES 등 국제

기구를 통해 협력연구를 수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됨

- KIOST는 학계와 협력하여 인력양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 최항순 /서울대 교수

- 기초과학도 중요하지만 해양에너지 등 공학기술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멕시코만에서의 BP 원유유출 사고에서 보듯이 수심 1,500m 이상에서 

안전하게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

- 아직도 해양에서의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에너지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 Q) 해양산업의 동향 및 문제점? (좌장)

→ 2011년도 조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의 10.4%의 비중을 차지했음.

그러나 수주면에서 조선분야 40%, 플랜트분야 60%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플랜트분야에 비중을 두어야 함. KIOST가 부산이전을 하면 경남에

조선기자재산업이 집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의 형성이 기대됨

- Q) 해양과학은 국제협력이 중요하지만 기술(공학)분야는 산업화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애로가 있음 이에 대한 방안은? (홍섭)

→ 기술분야도 기초․원천부분은 국제협력이 가능함. 망간단괴 채광, FSRU

등의 핵심기술과 가스생산 및 이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개도국에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에도 관심 필요

○ 권문상 /해양(연) 책임연구원

- 해양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개선(환경개선), 경제의 지속적 성장 

견인, 해양 재해/재난 예방방지 및 외적의 침입 방어 등임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해양력이 확대됨.

이는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며, 해양과학기술력 증진을 

통해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근의 트렌드임

- Q) 해양경계획정 관련 동향 및 문제점? (좌장)

→ 바다영토는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로 구성되며, 여기에 다시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등으로 영향이 각각 미침.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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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에 EEZ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이슈로 부각

되어 이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해양과학기술력을

기반한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일공동대륙붕과 같은 평화적

으로 공동개발할 수 있음. 최근 해양공간계획(MSP)이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부각되고 있음

- KIOST가 지적․인적․인프라의 허브기관이 되길 희망하며, 선진 연구기관과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인류와 국가에 기여하고, 향후에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길 기대함

그룹 B 토론

토론주제 토론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비전과 발전전략(70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비전과 연구개발 프로그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관 운영 전략 : 조직, 우수인력 

확보, 예산 확보,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이흥재(좌장)

Dr. Tony Haymet

Dr. Peter Herzig

Mrs. Jacky Wood

곽재원
이재완

○ Dr. Tony Haymet / SIO 소장

- 기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 유치․육성이 관건임

- 해양산성화 등의 연구를 위한 해양관측시스템 구축이 중요

- Q) 기초-응용-산업화 접목 방안? (좌장)

→ 산․학․연이 상호 개방하여 3년 정도는 상호 겸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해양광물자원 개발시(심해 열수 등) 분자차원의 과학연구를 위해서는 

제약업체와 협력도 고려

- Q) 한정된 재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KIOST에서 가능한 분야는? (좌장)

→ 남획방지를 위한 환경보전, 공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 Q) 세계 최고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좌장)

→ 인력영입 및 인프라 구축, 연구활동의 자율성 보장, 주니어 그룹에서 팀을

만들어 연구하도록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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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학․연공동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좌장)

→ KIOST의 연구원은 향후 연구분야(research)와 인력양성분야(teaching)의 비중을

5 : 5로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적정

- Q) 우수인력 확보 방안? (조창선)

→ SIO는 가족들의 직업알선까지 신경을 쓰며, 주택보조, 육아보조는 물론 

자체보유 박물관/수족관을 직원 자제들에게 개방하여 해양과학에 흥미

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음 

○ Dr. Peter Herzig / GEOMAR 소장

- 기초 및 융합과학의 통합

-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인프라 활용 등 협력 필요

- Q) 기초-응용-산업화 접목 방안? (좌장)

→ Flagship 프로젝트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사전에 치밀한 타당성

조사 필요

- Q) 한정된 재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KIOST에서 가능한 분야는? (좌장)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리더십 발휘,

심해연구, 해양관측망 구축(예. 독일은 그린란드에 관측망 구축 운영 중)

- Q) 학․연공동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좌장)

→ 동등한 입장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먼저 학․연 

협력을 위한 최적 모델을 만들어야 함

○ Mrs. Jacky Wood / NOC 센터장

- KIOST가 기후변화, 극지해양 등 주요이슈에서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

- 해양과학과 응용과학과의 접목

- Q) 기초-응용-산업화 접목 방안? (좌장)

→ 산업계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과학과 현실을 연계

- Q) 한정된 재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KIOST에서 가능한 분야는? (좌장)

→ IPCC, UN Regular Process 등을 통해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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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계 최고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좌장)

→ 영국의 경우 적정규모의 보수를 지급하여 인력을 확보

- Q) 대학과의 협력은? (조창선)

→ 공동학위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며,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들

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관리

○ 곽재원 /과총 부회장

- 지구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이 현재 전세계 이슈임. KIOST 비전을 명확

하게 설정 필요

- 출연(연)의 역할은 거대과학과 국가현안문제 해결, 사회적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 등임. 다목적․다기능 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

- Q) 세계 최고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좌장)

→ 세계적 수준의 시설 인프라 구축

○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 KIOST는 연구+교육+산업플랫폼의 역할 수행과 비즈니스센터 등 지역산업 

발전에도 관심 부탁

- Q) 세계 최고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좌장)

→ 연구 시설․장비 확충,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일부 

대학과의 연계보다는 해외까지 확장하여 협력하고, 장비를 완전하게 구비

하기 전까지 JAMSTEC 등과 협력

- 해양-대기 연구, 아라온호를 활용한 해양-극지연계 연구 등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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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시사점

해양과학기술 발전전략 제안의 공통점 : 융합과 협력(Integration & Cooperation)

○ 과학분야간 융합(Interdisciplinary study)

○ 기술분야간 융합(Technological intergration)

○ 기관간 협력(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과 산업계와의 협력)

○ 국제협력(타국의 해양연구기관과 협력;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 과학과 기술의 융합과 조화

우수기관 육상전략 : 우수인력 및 시설 유치

○ 우수인력 유치

-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과학자 유치

- 연봉을 높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구환경 제공이 더 중요; 안정적인

연구비, 우수 연구시설, 가족문제 등

○ 세계최고의 연구시설 제공

- 정부지원, 공공지원, 기업체 지원 등 유도

- 부지(땅)를 제공하고 연구시설 유치 전략 등

○ 우수학생 유치

- 활력있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실험실은 학생이 있는 곳

- 대학원생 전원 장학금 제공

- 학교-연구원간 협력 등

- 젊은 우수과학자가 강의에 참여하게 함; 학생유치 기회 제공

KIOST의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 대형 장기 프로그램

○ 대담하고, 모험적인 프로그램

○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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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 해외연사 소속 5개 연구기관 현황

111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SIO )

연 혁

○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교육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2세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해양연구소임

○ 1903년 해양생물, 수로 및 수계조사 수행 목적으로 생물학자 William E.

Ritter가 주도하는 해양생물 현장실습연구실로 시작하여 2003년에 100주년을

기념함

○ 1910년 George E. Scripps Memorial Marine Biological Laboratory로 설립

○ 1912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부설연구소로 편입

주요기능 및 임무

○ 지구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과 지구과학 및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의 선두자의 기능 수행

○ 사회와 환경의 이익을 위해 해양, 대기, 지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추구하고

교육시키며 전달함

연구분야

○ 기후․대기과학연구, 생물과학연구, 화학연구, 공학연구, 지과학연구, 해양학

연구 등

예 산

○ 총수입 : U$177.0M(2,060억원 : 1,164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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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년도 미화 (백만달러)

2006 153.65

2007 162.89

2008 164.75

2009 170.80

2010 177.0

※ SIO는 일반적으로 평균 115M/year의 정부 및 민간재단으로부터 위탁연구비를 확보하며 UCSD로부터는

약 USD1-M/year 정도 확보함

인 원

○ 대학원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2,298명

분류

(명)

교수  연구원
기타교육

직원
기술/
공학

해양기술 및 
선박

기술․정보․ 
컴퓨터․문헌 

지원 등

연구
지원

중앙
행정 

연구
행정

대학생
직원

대학
원생

그 외 

professors

researchers/
project 

scientists
other 

academics
engineers/
technicians

marine 
support

computer/
publications 
/specialists

scientific 
support

centra l 
administration

scientific 
administration

under-
graduate 
students

staff

graduate 
students

volunteers

2001 95 89 179 103 115 108 146 36 148 111 205 450

2002 97 93 191 104 114 106 151 34 128 99 221 476

2003 100 ↓87 193 ↓100 114 ↓99 ↓138 ↓29 141 108 226 493

2004 100 87 ↓76 100 114 99 138 29 141 108 226 ↑610

2005 101↑ 87 206↑ 104↑ 144↑ 115↑ 139↑ 32↑ 142↑ 115↑ 241↑ 516↓

2006 97↓ 88↑ 243↑ 796 243↑ 456↓

2007 92↓ 87↓ 257↑ 807↑ 228↓ 486↑

2008 97↑ 87 282↑ 790↓ 229↑ 592↑

2009 99↑ 85↓ 323↑ 834↑ 242↑ 698↑

2010 97↓ 82↓ 323= 854↑ 245↑ 697↓

조 직

○ 연구담당(research unit) 산하 : SIO의 research unit은 4개임

- 3개의 연구부서 : 생물, 지구과학, 해양대기

- 특별 다학제적 프로그램 : 해양종다양성․보전센터, 스크립스 게놈센터, 관측․

모델링․예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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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과정 : 응용해양과학, 생물해양학(Biological oceanography), 해양생물학

(Marine biology), 기후과학, 지과학, 지구물리학, 해양화학․지화학, 물리해양학

(8개의 대학원 과정)

○ 기타 : Birch 수족관, Sea Grant College 프로그램

○ 그 외 행정 및 운영, 대외협력 지원부와 선박 및 해양기장비관련 지원부

(2011년 기준)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76

222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Institute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IFREMER)

연 혁

○ IFREMER는 1984년 6월 5일 ISTPM(Institut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s

Peches Maritimes/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e of Maritime

Fisheries/ISTPM-국립수산연구소)와 CNEXO(Centre National pour

l'Exploitation des Oceans/National Centre for Exploitation of the

Oceans/CNEXO-국립해양연구소)의 통합으로 출범함

○ 거버넌스(governance) : IFREMER은 설립 후  1998년 2월 18일에 기업/상업상 

공공기관단체(EPIC, Public Institut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nature, 1984년

설립됨) 소속이 되었고 2002년부터 3개 정부부처, 고등교육 및 연구부처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식량/농림/수산부처(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그리고 생태/에너지/지속가능한 개발/

해양부처(Ministry of Ecology,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a)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음

주요기능 및 임무

○ 기후변화의 영향, 해양종다양성, 오염방지, 해산물품질 등을 연구함, 이를 통해

확보한 연구결과에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혁신개발, 해양관측과 탐사시스템도

포함됨. 즉, 협력은 공공분야, 민간분야 모두와 이루어짐

○ 대양, 외양, 연안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공공정책을 지원

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연구결과는 기술서나 보고서 형식을 통해 

환경현황 또는 자원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련 질문에 대한 전문성

을 발휘함

○ 대형연구시설인 연구선단, 계산방법, 데이터센터, 실험시설 등에 대한 개발,

관리, 개방접근활용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국내 및 유럽연합의 과학

사회에 사용을 허가하며 민간협력자들에게도 허용함



 PartⅡ 해양과기원 설립 관련 국제심포지움 주요 토론 및 시사점

77

연구분야

○ 수산자원연구, 연안환경역학연구, 심해생태계연구, 해양지과학연구, 정보시스템․

해양데이터연구, 연구선․탑재장비연구, 물리공간해양학연구, 해양생물 기능성

생리연구, 수산과학연구, 유전체 향상․동물보건․환경연구, 생명공학․해양

자원연구 등

예 산

○ 총 €228.871M(약 3,900억원, 1704.30원/1€기준)

연 도 euro

2006 194,723,958.88 euros

2007 214,410,162.81 euros

2008 217,653,709.93 euros

2009 228,871,300.50 euros

2010 224,837,121.66 euros

인 원

○ 총 직원은 1,593명 임. 여기에 선박회사 Genavir사 직원 372명이 합치면

IFREMER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총 1,965명임

연구자
(researcher)

공학자
(engineers)

행정
관리

기술원(technician)
(scientific & technologic)

행정
지원 소 계 연수

연구원
학생

(박사과정)
학생
(총)

파트
타임

(모든부서)

2006
738 98 454 233

1,523
(임시직 89명) (임시직 159명)

2007
453 285 98 458 232

1,526 20 327(61)
(임시직 270)

2008 456 305 101 448 224 1,534 24 61 283 278

2009 446 347 102 442 221 1,558 19 60 348 272

2010 1,503 27 63

고급선원 선원
육지기반 

관리(행정/기술)
육지기반기술 및 

행정지원 
총 

2009 106 137 50 65 358

2010 107 148 50 6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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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FTE(full time equivalent) : 1,593명(Genevir 직원 제외) 계약종류별 분포 

계약종류(FTE/ETPT)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1,320 1,328 1,316 1,303
1,503

기간제 계약직 115 100 108 133

박사후연구원 14 18 27 22 27

박사과정 47 55 61 64 63

지원자/자원봉사자 8 14 17 16 -

직업계약직/전문계약직
(vocational placement contract)

VCAT-VCI
9 11 17 17 -

총 1,513 1,526 1,546 1,555 1,593

※ FTQ(Full time equivalents) : 상근상당직원. 사람숫자가 아니라 고용인력의 프로젝트 참여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

규직 활동을 뜻함. 즉, part-time이 2명이 0.5만 일을 한다면 2명이 1 FTE가 되는 것임

※ VACT : Volontaire Civil à l'Aide Technique(volunteer civilian in technical help)

CDI/COD :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조 직

○ 현재 IFREMER는 주어진 임무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3개 부서가 있으며

60개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음. 이 부서들은 5개의 센터에 소속되어 있음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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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

(National Oceanography Center, NOC)

연 혁

○ SOC로 시작된 이 연구소는 1994년 4월 U$71.30M(￡49M)의 투자비로 설립

되었으며, Southampton 대학(SHU)과 자연환경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 NERC)간의 합작투자기관(joint venture)임

○ 2010년 4월 1일부로 National Oceanography Center, Southampton (NOCS)가

국립해양학센터(National Oceanography Center, NOC)로 명칭이 변경됨

주요기능 및 임무

○ NERC의 소속기관으로서 NERC의 실행협력자(Delivery Partners), NOC 제휴

기관(NOC Associates) 그리고 국제적 협력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NOC는 

세계적 연구와 기술개발 훈련과 NERC 과학공동체 모두에게 해양과학의 국가적

역량을 제공함

연구분야

○ 해양생지화학․생태계연구, 지질․지구물리연구, 해양관측․기후연구, 해양

모델링․예측연구, 지화학연구, 고해양학․고기후학연구, 해양산성화 등

예 산

구분
년도 ￡ ￦

2008 ～ 2009
(2009.06.30 기준)
(1£:2.163.01₩1£:1.6673$)

noc 28.2M￡(26.4+1.8)
약 900억원

pol 8.886M￡(5.4+3.4)

※ 추가로 인프라/시설 자본(capital)은 £970,000, NERC 전략연구부(USL 포함)의 자본(capital)은 £1,761,000, National

Marine Facilities 부서의 자본(capital)은 £1,869,900임. 기관 합병으로 인한 지원금에는 변화가 없음

인 원

○ 총 540명 직원(200명의 과학자 및 공학기술자) 및 약 800여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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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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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연 혁

○ 1971년 10월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기업간

의 노력으로 추진된 것으로(in a joint effort of government and industry)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 2004년 4월 1일, 도쿄대학해양연구소의 조직 일부(학술

연구선 및 그 운항 조직)가 통합되어 독립행정법인 해양연구개발기구(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MSTEC)로 발족됨

주요기능 및 임무

○ 해양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지구환경변동에 대한 이해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 

○ 해저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

(public 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제공

○ 해양 및 극한환경의 생물권 이해와 지구환경 문제로의 공헌과 함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제공 

○ 해양 관련 연구의 혁신적 추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생활과 산업발전으로의 공헌

연구분야

○ 해양환경변동연구, 열대기후변동연구, 한랭권연구, 기후변동예측연구, 지구내부

역학연구, 해양․극한환경생물권연구, 지진쓰나미․방재연구, 해양공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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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단위 : 억엔)

연  도 기본확보예산  전년과 비교 

2009 457 △23

2010 431 ∇26

2011 421 ∇10

인 원

항 목
정년제 
연구직

정년제 
사무․기술직

임기제
연구직

임기제 
사무․기술직

선원
파견

계약직원
그 외 총 계

2008

구성 

인원
66 204 419 106 53 32 233 1,113

비율 

(%)
5.9 18.3 37.7 9.5 4.8 2.9 20.9 100

2009

구성 

인원
62 195 437* 116 50 25 261** 1,146

비율

(%)
5.4 17.0 38.1 10.1 4.4 2.2 22.8 100

2010

구성 

인원

58

(↓4)

199

(↑4)

445

(↑8)

124

(↑8)

50

(-)

46

(↑21)

245

(↓16)

1,167

(↑21)

비율

(%)
5.0 17.1 38.1 10.6 4.3 3.9 21.0 100

* 외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채용으로 인한 증가

** 연구지원 파트타이머 증원 등에 의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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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2011년 기준)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84

555 독일 헬름홀츠 해양과학연구소

(Helmholtz Centre for Ocean Research Kiel)

조 직

○ 4개의 연구부서(Research Division) 하에 13개의 팀을 두고 있음

○ 2개의 대형연구프로젝트(Large-scale Research Projects)와 4개의 응용 R&D

프로젝트(Applied R&D Projects)를 수행 중

인 력 

○ 총인원이 750명이며 그중 과학자는 400명 

예 산

○ about 29.8 Mio. € institutional funding

○ about 30.5 Mio. € project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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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 

○ Leibniz Association (WGL) -라이프니츠 협회  

○ German Marine Research Konsortium(KDM) -독일해양연구 연합 

○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POGO) -글로벌 해양 

관찰을 위한 파트너쉽(POGO)

○ Marine Board of the European Science Foundation

현 황

○ GEOMAR는 독일 킬 대학과 합병을 통하여 2004년 1월에 설립되었음  

○ 연구소의 4대 주요 연구 분야 : 해양순환과 기후역학, 해양 생지화학, 해양

생태학, 해저역학





Part Ⅲ. RIO+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우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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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서 론

111 연구의 배경

인류문명의 글로벌 당면과제

○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 이산화탄소의 농도 급증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소비 급증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

* 대기 중 CO2 농도가 과거 80만년 동안 200∼300ppm이었다가 최근 150년 동안 387ppm

으로 급상승

- 이상기온의 일상화

* 태풍, 한파, 엘니뇨, 폭우, 폭염, 지진해일등기상이변이더이상이변이아닌일상적인현상

-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 2001∼2005년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1885-1899년에 비해 0.76°C 상승(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2100년까지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1.1∼6.4°C 상승 전망

○ 해양과 해양생태계의 변화

- 해수면 상승 : 21세기 말 평균 최소 18cm, 최대 59cm 상승 전망

- 해수산성화 : 2005년 해수 중 CO2 농도 65만년 동안 최고 수준,

2100년에는 PH 0.3~0.4 하락 예상

- 해수온도 상승 : 2100년 지구상 해수온도는 약 3°C 상승 전망

- 생물다양성 감소 : 생물종 멸종빈도가 지질시대의 100~1,000배, 향후에는 

현재의 10배 이상

FEW(Food/Energy/Water)가 few한 시대의 도래

○ Food의 위기 : 굶주리는 사람들

- 매 시간 당 1천 명이 기아로 사망

* 세계 곡물 생산량은 1960년대 8억 톤에서 21세기 21억 톤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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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일 2만 5천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9억 4천만명이

기아에 허덕

* 인구증가율에 비해 식량 생산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

- 2050년까지 전 세계 곡물량의 생산량을 현재 21억 톤에서 10억톤 증산 필요

(FAO)

* 그러나 쌀과 밀의 수확면적 감소추세, 곡물수확량은 증가율 둔화 내지 감소 추세

○ Energy 위기 : 에너지 고갈

-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 현저하게 증가

* 역사적으로 에너지 공급은 주공급원이 목재자원에서 석탄으로, 다시 석유로 변천

* 화석연료는 고갈성 자원으로 부존량이 유한하여 이용 가능양은 앞으로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에 불과

- 2030년에 13억 명의 인구가 전기 없이 생활

* 세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7∼2030년 에너지 수요 증가량의 3/4를 화석연료가 차지

* 신재생에너지는 2007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에서 2030년 8.6%로 증가

○ Water 위기 : Blue Gold 시대의 도래

- 물이 석유보다 중요한 시대

* 물은 식량 못지않게 인간의 생존에 필수요소

* 4대 문명 등 역사적으로 인류문명의 기원은 강가에서 비롯

- 20세기 Black Gold 시대⇒ 21세기 Blue Gold 시대

* 2050년에 11억 명에서 많게는 70억 명이 불 부족을 격을 것으로 전망

* 세계 물 산업의 시장규모 : 2007년 약 3,63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8,650억 달러로

250% 성장

○ 글로벌 경제의 위기

- 인구 증가는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 10억 명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만년(1851년), 115년(1925년), 30년(1955년), 10년

(1987년), 4년(2000년)으로 점차 가속화

* 2009년 현재 68억 명의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3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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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천연자원의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폭발적 성장

* 서기 1년 467달러로 추정되던 세계 1인당 GDP(1990년 불변가격 기준)는 1820년 경

667달러, 2003년 6,516달러로 약 2세기 동안 10배 증가

해양 여건 변화

○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증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가속화가 생태계, 산업,

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50년까지 기온상승폭을 2℃ 내로 억제하더라도 세계인구 20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전망

-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점차 증가

-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고 1m 또는 그 이상 상승하여, 최소한 10명 중 1명이

삶의 터전 상실할 위기(코펜하겐 국제기후변화과학회의, 2009)

○ 국외 해양 여건 변화1)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및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및 이행

구 분 현 황 전망(금세기 말)

지구 평균온도 1906∼2005년 : 0.74℃ 상승 최대 6.4℃ 상승 

해수면 1961∼2003년 : 매년 1.8㎜ 상승 최대 59㎝ 상승 

자료 : IPCC, 2007

표 1. 지구 평균온도 및 해수면 추세

- 육상에너지원 고갈 및 CO2 배출문제로 해양에서 새로운 청정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한 활동 및 국제적 규제 강화 

* 에너지 수입의존도 96.4%,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달성 목표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청정개발체제(CDM) 및 배출권거래제(ET) 도입

1) 국토해양부(201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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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강화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자발적 지원 강조 적응비용

지원을 명시(UNFCCC, 1992)

*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

을 위해 300억 달러 긴급 지원 및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조성에 합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환경 분야 원조의 중요성 강조

* 2005년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은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분야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역할 강조

- 21세기 해양자원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해양관할권 경쟁 심화 

* 세계 152개 연안국이 200해리 EEZ 선포 시 : 해양 36%, 어장 90%, 석유매장량 90%가

연안국에 귀속

* 공해, 심해저, 극지해역에 대한 자원선점 경쟁 심화

- 해양바이오산업, 외해역 해양플랜트산업 등 최첨단 융·복합 산업의 급속한 

성장

* 해양바이오 세계 시장규모 47.5억달러(‘07) → 60.6억달러(‘14) 증가 예상

- 쾌적한 연안 및 해양 이용에 대한 수요 급증, 세계 해양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 해양관광 세계 시장규모 2,046억유로(‘10)(Douglas-Westwood)

○ 세계 각국의 해양패권 경쟁 심화

- 해양조직 개편 및 정책 강화

* 해양대국들은 해양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추진

* 해양정책 개편은 글로벌 해양패권을 장악하고, 해양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

* 특히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직개편 단행 및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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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내  용

미 국

- ‘통합해양정책’ 수립(‘10.7)

* 백악관 환경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국이 통합해양정책 주관 하도록 권고

* 생태계기반관리, 해양공간계획수립, 관측시스템강화등 9개분야행동전략수립 권고

영 국

- ‘해양산업의 전략적 틀’ 수립(‘10.3)

* 미래 해양산업 성장을 위한 6대 전략 및 실천 과제 제시

* 6대 전략 : MarineIndustriesAlliance 체제 구축, 해양산업 주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해양기술과 투자의 우선순위 확정, 해양 산업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해양에너지의 잠재력 활용과 지식 공유, 위험과 기획 측면에서의 법제도 정비

중 국

- 통합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해양국(SOA) 조직 개편 단행(‘08.7)

- ‘제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1∼‘15)에 최초로 ’해양발전전략’ 명시

* 2015년까지 해양부문의 GDP 점유율 15% 달성, 1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 적극적 검토(’13.1)

일 본
- 통합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 총리) 설치(’07.7)

- 일본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신성장전략」에 해양을 프론티어로 지정(’10.6)

표 2. 세계 주요국의 해양정책 수립 현황

* 자료 : 국토해양부(201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연도 협 약 주 요 내 용

1992 리오 유엔 환경개발회의 -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1997 교토의정서 채택(COP3)
- 37개 선진국과 EU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협의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COP7)
- 교토의정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2005 교토의정서 발효
-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공약기간(‘08∼’12)

이행 준비 및 교토메커니즘 활용

2007 발리로드맵(COP13)
- 2009년 말까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09 코펜하겐 합의문(COP15) - 포스트 교토체제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설정

2010 칸쿤 합의문(COP16) - ‘녹색기후변화기금’ 조성에 합의 

2011 남아공 더반 패키지(COP 17) - 교토의정서 연장 및 신규범 2020년 발표

표 3. 국제 기후변화 협약 및 논의 사항

* 자료 : 국토해양부(201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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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후변화 논의

- 2012년 Rio 선언 20주년 행사 (RIO+20)

* Rio 회의로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처음으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회의임

*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담은 'Rio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

* 그 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후 각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10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2002년에 'Rio+10'회의가 열렸고, 2012년은 20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Rio+20'으로

일컬어짐

○ 국내 해양 여건

- 우리나라 온실가스 농도 및 평균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을 크게 상회

* 2009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급격히 증가(1990～

2005년 99% 증가, OECD 국가 중 1위)

* 2030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은 0.7℃ 추가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0.9℃ 추가

상승 예상

- 선발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가 

* 교토의정서 상 비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

* 이에 2009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확정하고, 개도국 참여가

가능한 “국가적 감축행동(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

(Registry)” 도입을 국제사회에 제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

-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필요성 증대

* OECD DAC 가입(2009. 11)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대 개발도상국 원조 의무 부담

※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은 OECD 회원국

중 23개국 및 EU 집행위원회로 구성

* 국가 녹색성장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008년 대비 30%로 확대

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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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거버넌스 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해양과학기술 발전 전략 제시

* 육상의 자원개발과 부가가치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양/연안의 부상

* EEZ(Exclusive Economic Zones), 대륙붕, 북극항로, 북극해자원개발, 심해저개발, 공해

등 신해양영토 개발을 둘러싼 신해양국제질서 형성 중

* 해양을 통한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확보, 재해대비, 해양영토영유권 확보, 해양산업

진흥은 국가 성장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인

*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은 해양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후반

부터 해양정책과 조직을 재정비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 폐지(2008)

해양의 중요성

○ 해양의 가치와 잠재력

- 해양은 생명의 원천이자 지구의 기후조절자

* 해양생물은 지구상 생명체의 80% 차지

※ 현재까지 알려진 해양생물의 종 숫자는 약 21만 2천 종(오차범위 약 30%)

* 해양의 생태적 가치는 육지의 약 2배

※ Costanza 등이 계산한 해양의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21조 달러

※ Balmford 등은 야생자연을 보호했을 때와 개발했을 때의 편익 : 비용이 약 100:1로 제시

* Blue Forest, Blue Lung으로서의 해양

※ 산소의 75% 공급, 이산화탄소의 50% 흡수

※ 열의 수급과 이동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조절

- 해양은 방대한 자원의 보고

* 해저의 미발견 석유 부존량은 추정조차 어려움

*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 10조 톤 이상 ➡ 5천년 사용가능

* 해양에너지 자원 150억kW ➡ 무한청정에너지

*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망간단괴, 해수 중 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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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그림 1. 해양과 육지의 자원 비교

○ 우리나라 바다의 여건과 가치

- 우리나라 바다의 여건

*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약 443,838km2이며, 해역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

* 해안선은 13,509km2(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2010년 기준)

* 유·무인도서는 3,358개

구 분 동 해 남 해 서 해

평균수심 1,684m 101m 44m

표 4.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수심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 풍부한 해양자원 보유

* 남한 육지면적(99천km2)의 4.5배에 달하는 443천km2의 해양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3,170개의 도서, 11,914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

* 연간 100조원으로 추정되는 해양생태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광물자원도 개발 잠재력은 매우 큼

* 배타적 개발권을 확보한 태평양 심해저 C1arion-Clipperton 해역에는 연간 3백만톤씩

(1.6조원 규모) 150년간 채광할 수 있는 망간단괴 부존

* 독도 주변해역에는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150조원 규모)

- 동북아 중심이자 천혜의 항만조건 보유

* 세계 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대형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충분한 발전 잠재력 보유

* 미래 북극해 시대의 거점국가로서 세계 해상물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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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해양력(Sea Power) 보유(A.D. Little)

* 조선 2위, 해양플랜트 1위, 컨테이너처리량 6위, 선복량 5위, 수산물 생산량 13위 등

분 야 위 상 국가별 순위

선박 건조량2)

(천DWT)
2위

(2010)

1위 : 중국(61,205), 2위 : 한국(46,598),

3위 : 일본(31,406)

해양플랜트 수주액
(십억 달러)

1위
(2010)

1위 : 한국(14), 2위 : 싱가폴(6), 3위 : 중국(2.5)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만 TEU)

6위
(2011)

1위 : 중국(14,678), 2위 : 미국(4,273),

6위 : 한국(2,161)

항만별컨테이너
처리실적
(만 TEU)

5위
(2011)

1위 : 상하이(3,174), 2위 : 싱가포르(2,924),

5위 : 부산(1,618)

선복량현황
(만DWT)

5위
(2011)

1위 : 그리스(20,206), 2위 : 일본(19,487),

5위 : 한국(5,138)

수산물 생산량
(천MT)

13위
(2010)

1위 : 중국(63,495), 2위 : 인도네시아(11,662),

13위 :한국(3,123)

표 5. 우리나라의 해양력 현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연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07년 35.0 15.0 34.8 34.2 25.3 18.5 34.3 19.1 28.7

‘08년 34.8 18.2 34.5 36.3 23.1 21.5 33.4 19.0 31.8

‘09년 33.3 10.5 44.5 34.4 21.2 27.8 32.6 18.1 34.6

‘10년 34.8 6.0 46.9 30.9 18.8 36.7 32.3 16.0 37.1

표 6.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점유율 (%)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01.14)

○ 해양산업 발전단계

- 전통해양산업 : 어업, 해운업, 항만업, 조선업 등 전통 해양산업은 성숙기 

혹은 포화기

- 신해양산업 : CO2 해중저장, 해양광물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동기 

혹은 도입기 

2) 우리나라는 ’03-’08년 수주량 1위, ’03-’09년 건조량 1위, ’00-’08년 수주잔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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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그림 2. 해양산업 발전단계

해양의 잠재력

○ 해양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 가능3)

- 인류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

* 기후 변화 / 자원 공급 압박 / 경기 침체

* 이러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and Green

Growth)’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자료 : 박광서 외(2009),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 24권 2호.

그림 3. 글로벌 당면과제 및 해양의 잠재력

- 해양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

* 기후 변화 대응 측면 : 해양은 그 자체로서 막대한 오염 정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확보 가능

3) 박광서 외(2009),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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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공급 압박 대응 측면 : 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전통자원의 보완 또는

대체 가능

* 경기 침체 극복 차원 : 해양 기반 산업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부문이 많아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이 용이

○ 세계 해양산업의 급성장 전망

- 세계 해양산업은 약 7.6조 달러, 2020년에는 약 14조 달러 전망

* 2008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7.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2.4% 점유 추정

※ 물류산업 3.6조 달러, 조선 등 해양산업 3.1조 달러, 수산업 0.8조 달러 등

* 2020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물류산업 8.1조 달러, 조선 등 해양산업 4.5조 달러 등

구  분
2008년 2020년

금액(십억 달러) 비중(%) 금액(십억 달러) 비중(%)

물류산업 3,600 47.4 8,100 57.9

해양산업(조선 등) 3,100 40.8 4,500 32.1

수산업 800 10.5 1,200 8.6

해양 석유&가스 100 1.3 200 1.4

합  계 7,600 100.0 14,000 100.0

표 7. 세계 해양산업 규모 및 전망

주 : 1) 2008년 자료는 각각 물류산업은 Datamonitor사, 해양산업(조선 등)은 영국 SEEDA, 수산업은 KMI,

해양석유&가스 산업은 영국 Douglas-Westwood사(단 해양산업(조선 등)은 2007년 기준)

2) 2020년 시장규모는 해양석유&가스는 OECD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외 산업은 GDP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 해양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해양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해양환경 변화, 특히 Rio+20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해양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논의가 요구됨

- 또한 해양과학기술 전략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연계

하여 정책적 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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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의 목표와 내용

연구개발 목표

○ 신해양 질서에 따른 해양 거버넌스 정비

○ Rio+20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발전전략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과 기후, 그리고 환경정책 변화의 역사적 중요성

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해양행정 포지셔닝 분석과 향후 대책 제시

○ Rio+20 회의 등, 해양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우리의 분야별 입장 정리

○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를 통해 해양관련 세부 이슈사항 및 해양과학기술 

동향 및 향후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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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명
매출액/지출액

총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2010 2020

기존

산업

수산업 4,743 5,734 20.9 1.9

해저석유가스산업 8,531 15,662 83.6 6.2

해양기기장비산업 812 1,260 55.2 4.4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 1,530 1,530 0.0 0.0

해양토목․건축업 2,200 3,585 63.0 5.0

해운산업 4,602 6,857 49.0 4.0

해양기술서비스산업 530 1,012 90.9 6.7

항만산업 462 688 48.9 4.0

해양 연구개발 218 301 38.1 3.2

해양관광 2,322 3,603 55.2 4.4

표 8. 해양 사업별 매출액/지출액 현황 및 전망

222 해양 환경 여건 변화 분석

111 글로벌 해양환경 변화

글로벌 해양 산업 전망

○ 글로벌 산업 트랜드

- 선박의 대형화, 녹색화 : 1만 8천 TEU 컨테이너선

- 이종 해상운송 수단의 등장 : 위그선, LNG 선박

- 글로벌 물류 통로의 확장: 파나마 운하, 니카라과 운하

- 수산물 양식 방법의 혁신 : 빌딩 양식, 로봇형 심해 가두리 양식장

- 해양 공간의 육지화 : Floating Island, 해저 도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 러시

- 해양플랜트 산업 확대 : 해상서 해저로, 건조서 서비스로

- 지구의 마지막 프론티어 : 북극해  자원 쟁탈전

○ 글로벌 해양 산업 전망

- 해양기술서비스산업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7%의 가장 빠른 성장세 예상

* 해양 신산업은 시장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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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명
매출액/지출액

총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2010 2020

신

산업

해양광물자원산업 30 70 133.3 8.8

해수담수화산업 92 270 193.5 11.3

해양에너지산업 1 30 2,900.0 40.5

해상풍력발전산업 22 679 3,295.0 40.9

해양바이오산업 36 72 100.0 7.1

이산화탄소 해중저장 0 45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주요국 해양 R&D 투자현황

○ 미국의 해양 R&D 투자현황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해양 R&D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대양

연구의 대형프로젝트에 투자비중 증대

* 2010년 기준 미국은 한국 해양 R&D예산의 약 26배

* 2009년도에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예산 급증

○ 일본의 해양 R&D 투자현황

- 일본은 연도별 예산투자의 변동 폭이 크며, 2007년도 한해에 무인수중 조사

장비 등과 같은 연구장비 개발로 급격히 증가

*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의 해양 R&D예산은 2.2조원으로 한국의 약 5.6배의 규모

○ 중국의 해양 R&D 투자현황

- 중국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약 350% 증가로 같은 시기의 국가 R&D 총 

예산의 증가율(190%)과 비교하여 급격한 증가

*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해양 R&D예산은 1.9조원으로 한국의 약 4배의 규모

○ 주요국과 해양 R&D 투자 규모 비교

- 한국의 해양 R&D투자규모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절대액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 R&D 중 해양 R&D 비중 비교 결과에서도 저조

* 해양 R&D/정부R&D : 한국 3.3%, 미국 8.4%, 일본 5.0%, 중국 7.2% 수준

- 해양 R&D 투자 부분의 증가세는 높지만 타분야, 선진국 대비 투자 규모는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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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우리나라 해양 환경 분석

우리나라 해양산업 GDP 비중의 변화

○ 해양산업의 총 산출액 

- 해양산업의 총산출액(08년기준) 전산업 산출액의 4.9%

-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이 해양산업 총산출의 약 70% 차지

○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약 37조 8,597억 원으로 ‘08년 전체 산업의 부가

가치인 1,008조 7,875억원의 3.75% 차지

해양 과학기술 관련성과4) 

○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지속 투자를 통한 역량강화 및 국가 위상제고 

* 논문성과 : 156편('05) => 1,522편('10)

* 기술료 : 817백만원('06) => 16,109백만원('10)

-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GOCI) 및 해양위성센터 구축 

- 이어도(2003), 가거초(2009)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 고선택형 리튬 흡착제 및 추출기술 개발 (POSCO 기술이전)

- 심해저 망간단괴 단독광구 확보 및 제반기술 개발 

- 차세대 심해저 무인잠수정 개발(한화와 기술이전 협정)

- 수중무선통신시스템 개발 (LIG넥스원과 기술이전 협정)

- 6,950톤급 쇄빙연구선 개발 

- 해양생물이용 고순도 바이오디젤 개발

- 피지 EZZ 내에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광구 확보

-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SVRU) 시제품 개발

- 해수리튬연구센터 준공

4) 자료 : 1. 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2), ‘해양과학기술의 현황 및 발전전략’

2.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3. 국토해양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2), ‘2012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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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잠수정(이심이) 개발

- 바이오수소 생산 및 생체접착제 개발

해양산업 부문별 현황 

○ 해운산업

- 2010년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 해운업은 수출입화물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기간운송망

* 연 300억 달러 내외의 외화 획득의 제1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

- 2011년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 경제 침체, 고유가 등으로 침체기로 전환

* 국내 해운기업 매출액 ‘08년 51.8조원 → ‘11년 42.6조원으로 대폭 감소

* 단기차입금 증가규모는 ‘05년 5.7천억, ‘10년 1조 4천억, ‘11년 3조 3.8천억으로 급증

- 주요 산업물자의 대량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선박노후화 및 경쟁력 저하  

*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전체의 50% 차지

* 비용경쟁력 저하로 수송분담률 하락(‘02(25%)→‘08(20.7%)→‘10(18.8%) →‘20(11.5%))

○ 항만산업

- 2020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9억 790만 TEU, 우리나라는 3,663만 

TEU로 추정

* 2011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3억 9,045만 TEU, 우리나라는 2,161만 TEU(5.5%

수준에 불과)

*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 축소 예상 : ‘11년 5.5% ⇒ ‘20년 4.0%

- 항만배후단지의 규모, 기업유치 능력 한계로 인해 경쟁력 제고 부족

* 국내 배후단지는 ‘06년 기본계획대비 ‘11년 조성률이부산 13%, 광양 50%, 인천항 38% 수준

- 동아시아 항만간 경쟁, 국내 항만간 경쟁 등으로 인해 국내 항만 부가가치

손실 확대

* 부산항의 경우 항만운영사간 과당 경쟁으로 ‘10년 한해 1조원대의 국부 손실 야기

○ 물류산업

- 무역규모 1조 달러 무역대국,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저조 및 글로벌 물류기업 부재

* 세계 물동량 9% 수준이나, 세계 물류시장 점유율은 3% 미만

*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DHL은 36.3조원, 국내 1위 글로비스는 9조원으로 1/4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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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류기업은 글로벌 물류기업 대비 네트워크 및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

- DHL, UPS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네트워크, 현지화, 선점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 주도

* 세계 50대 3PL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매출 총액 60% 차지

* 과거 해운, 최근 종합물류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물류기업 해외진출 노력 중

* 종합물류기업 해외매출 0.9조원(‘07) ⇒ 4.9조원(‘11), 연평균 54% 성장

○ 해양관광/레저산업

-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국내 해양관광 참여인구 : ‘10) 79백만명(80억 달러) → ‘20) 107백만명 전망(133억 달러)

* 해양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콘텐츠 및 연관산업 발전방안 미구축

- 여름 휴가철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활동 전개

* 도서, 해안, 갯벌, 해중자원 등 자원 활용 미흡

* 계절적 편중 해소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연안지역 경제발전 도모 필요

-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기반 미흡

* 호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수립 ⇒ 신산업 선도 마리나 1개소당

360만 AUD

* 경제 생산(마리나 1개소당 평균 17명의 직접고용 창출)

○ 수산업

- 수산물 생산금액 8.1조원으로 지난 10년간 3.1%씩 증가했지만 수출전략 품목 부재

* 수출품목 다랑어, 오징어, 김 등 몇 개 품목 편중(수출국도 중국, 일본 등에 편중)되어

수출 18억불에 불과

* 글로벌수요에기반한 품목은다랑어에 한정, 신 전략 품종 개발 필요(예: 노르웨이연어등)

- 내만 양식장 개발 포화 및 생산성 저하

* 양식적지 약 200천ha 중 70% 수준인 141천ha 기 개발

* 갯벌, 외해, 해외 등 새로운 생산적지 개발 필요

- 세계 5대 갯벌(2천 479.4km2)을  보유하고 있지만 13%만 상업적 이용

* 갯벌의 자연 생산력을 이용해 사료공급 없이 동물성 단백질 생산 가능(갯벌참굴,

해삼 등 생산)

* 프랑스, 갯벌에서의 수평망식 개체굴 생산으로 일반 굴 보다 10배 이상 부가가치

높임(개당 8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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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물 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수산업의 해양생명공학 

활성화 미진 

* 수산물의 혁신적 부가가치(신물질, 소재, 원료개발, 기능성 강화 등) 창출 기반 부재

* 미국 : 해양 바이오 시장의 31% 점유 건강식품, 소비재, 공산품 등 활성 물질 개발

* 국제해양생물센서스(Census of Marine Life), 우리 EEZ의 수산생물 종 다양성

10km2 당 32.3종으로 세계 1위

○ 해양플랜트 현황

-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부문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 한국은 수주액 면에서 세계 해양플랜트 신조공모 물량의 약 50% 차지(‘10년 기준)

* 2011년 수주액은 ‘10년 대비 83.6% 증가한 257억 달러로 상선 수주액 추월 (조선

->해양플랜트)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20% 수준에 불과(상선은 90% 이상)

* 수주액의 50% 곧바로 해외로 유출, 해저장비 분야는 원천 포기

- 서비스 부문은 진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쟁력 극히 취약

* 운송 TPI Megaline, 설치 현대중공업, 운영 석유공사, 부대사업 알스코, 코엔스 등 극소수

○ 해양신산업

- (해양에너지) 조력발전 외 기술력, 기술개발 및 상업화 실적 극히 미흡

* 해양에너지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3.3% 수준(‘07년 기준)

- (심해저광물) 11.2만km2 독점광구 확보했으나, 상업생산은 전무

* 우리나라의 채광기술은 실증단계에 불과, 캐나다 노틸러스 사(社)는 ‘13년부터 해저

열수광산 상업생산 시작

- (해양생명공학) 우리나라는 0.28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0.17% 수준

* 세계 해양생명공학 시장은 매년 29% 성장추세로 ‘10년 163억 달러로 추정

- (해양과학기술) 해양신산업 기반인 해양과학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68%, 기술격차 6.7년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R&D 추진현황

○ 해양 R&D 투자현황

- '06 ~ ’12년까지 우리나라 해양 R&D 투자예산은 비약적인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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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R&D 투자예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총 국가R&D 투자예산 

대비 비중은 평균 1.2% 규모로 저조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
R&D

예산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증가율 14% 10% 13% 11% 11% 9% 8%

국토해양 R&D

예산 3,366 4,282 4,733 5,699 5,750 6,161 6,196

증가율 57% 27% 11% 20% 1% 7% 1%

건설교통 R&D

예산 2,620 3,278 3,462 3,779 4,092 4,309 4,159

증가율 73% 25% 6% 9% 8% 5% -3%

해양과학
R&D

예산 778 1,004 1,271 1,689 1,658 1,851 2,037

증가율 18% 29% 27% 33% -2% 12% 10%

표 9. 우리나라 해양 R&D 투자현황
(단위: 억원)

* 자료 : 1. 국토해양부 정책자료(2012), ‘국토해양 R&D 예산 추이’

2.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3. 국토해양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2), ‘2012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해양 R&D 연도별 예산 상세 투자 현황 

- 현재까지 대형 해양 인프라 구축 분야에 투자 집중

- 해양과학기지, 해양관측위성, 쇄빙연구선, 남극 제2기지 등 대형인프라 확대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2)

그림 4. 해양 R&D 연도별 예산 상세 투자 현황 (사업분류체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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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R&D 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

- 12년도에는 해양에너지 자원분야와 해양생명공학분야의 투자가 약간 감소

- 해양환경, 연구장비개발, 과학조사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2)

그림 5. 해양 R&D 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국가는 해양과학기술을 국가 중점육성기술로 

인식 우리나라보다 많은 예산을 해양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자료 : 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2), ‘해양과학기술의 현황 및 발전전략’

그림 6. 주요국 해양 R&D 투자현황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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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우리나라 해양환경 여건 변화 분석

해양 과학기술 기술수준 분석5) 

○ 세계최고 기술대비 현재의 해양과학기술 수준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2008년 44.7%, 2010년 52.7%이며, 2015년 

67.1% 상승할 것으로 평가 

* 해양과학기술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2008년 7.5년, 2010년

6.7년, 2015년 5.4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는 대부분 개념검증/모형설계/실용

가능성 검토 단계에 위치 

* 미국과 일본은 실용가능성검토 - 상업적 도입 단계에 위치

-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과학기술은 기술적 중요도 및 파급효과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 해양 R&D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국 가

2008 2010 2015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소요
시간
(년)

기술
격차
(년)

한 국 44.7 23.4 7.5 52.7 19.1 6.7 67.1 13.6 5.4

미 국 68.6 15.9 0 75.6 12.4 0 83.9 8.2 0

일 본 60 18.6 2.7 67.4 15 2.6 77 10.6 2.4

중 국 39 25.9 10 47 21.5 9.1 61.3 15.6 7.4

E  U 66.4 16.8 0.9 73.3 13.2 0.8 82.1 8.9 0.7

표 10. 해양과학기술 수준 및 격차

* 자료: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 기술분야별 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의 상대비교

* 해양자원분야와 해안공학 및 물류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고, 극지해양 및 해양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5)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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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MT(Marine Technology) 로드맵 수립

○ 2020 MT(Marine technology) 로드맵 개요

- 2011. 12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된  해양 R&D분야 국가계획

자료: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그림 7.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개요

자료: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그림 8. 향후 해양과학기술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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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계획

- 2020년까지 해양과학기술에 3조6천억원 투자

* 해양분야 국가 GDP 7.6% ('20) 달성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 해양신산업 창출 분야의 공격적 예산 투자

○ 해양 R&D 미래비전 (8대 핵심전략 과제)

-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해양에너지 비중 15% 달성

- 해수용존 물질의 산업소재화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전략 금소자원 및 에너지

원료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 해양유래 고기능·친환경 신소재 산업화를 통해 육상산업소재 대체

- 차세대 선박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저감형 신조선 산업 선도

- 정확도가 80% 이상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안 재해예방 및 지진해일

등 돌발재해 대응

- 전 지구적 해양관측정보를 통한 해양기후변화 이해 증진 및 대응 

- 해양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강화

-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자원 한계 극복

○ 향후 중점 투자 분야

- 성과중심의 기술개발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검증된 과제에 예산 우선투자

* U기반해운물류(2007), 대형해양과학조사선(2009),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2010), 해양

수중건설로봇(2012) 등 지속적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추진

* 기초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화 추진, 산업화는 단기과제 중심 투자

* 산업화 과제는 민간 매칭 펀드를 적극 유도하여 민간 기술이전 추진

- IMO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제를 선도할 원천기술

*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비중 15% 달성을 위한 조류, 조력, 해상풍력, 복합발전 등

* IMO 규제관련 녹색선박기술, 선박유중기회수설비,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등

- 국가관할해역 해양과학역량 확보 및 해양자원 확보기술

* 독도해양과학기지, 동중국해 자원조사, 남태평양 등 해양 광물자원 확보기술

* 해수용존자원 추출, 해양수자원 및 생물자원 활용기술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12

- 기후변화, 연안재해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 연안재해 관측/예보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레저 분야의 기술

해양산업 부문별 환경변화 분석 

○ 해운물류항만 산업 :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화 추진 

- 정부의 지원 통한 규모경제 실현, 국제분업 통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등 

신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추진

* 중국은 물류공기업, 일본은 금융권을 통한 0%대 저리 자금, EU는 EIB(유럽투자

은행), EIF(유럽투자펀드) 등을 통해 자국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국내 물류기업 규모(매출액)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3∼6% 수준(’09년 기준) 불과

- 중국, 일본 정부는 자국 해운기업의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정책 강구

* 중국은 국영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 확대지원, 일본은 이자율 1%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조선소에 선박인도 연기를 요청, 자국화물 자국선 운송 강화

- 운송모드 대형·고속화,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항만배후단지 경쟁 격화

* 중국, 대만 등은 자국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

* 중국 상해는 외고교 보세구(180만평)에 10,000개 기업 운영 중, 양산항 배후물류단지

500만평을 개발하여 1,200개 기업 운영 중(외고교 ’05년 5,500 → ’10년 10,000개,

양산 1,200→15,000개)

- 동아시아 항만간 경쟁, 국내 항만간 경쟁 심화

* 일본은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기존 항만 통합)을 구축하여 세제지원, 물동량 유치

등 지원 중

- 환경규제 대응 위해 온실가스 배출노력 증대

* 녹색선박 개발, 친환경 물류기술 개발 등 친환경 해운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 지원 강화

○ 해양관광레저 산업: 지속적인 성장 속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 해양관광시장 규모 지속적인 성장 전망

* 2005년 2,352억 달러 ⇒ ’09년 2,680억 달러 ⇒ ‘20년 3,931억 달러(Douglas-Westwood사)

* 마리나 및 크루즈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생태관광으로 다양화 추세(UN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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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 중국, 싱가포르는 크루즈 관광의 아시아 허브 구축에 투자 확대

* 크루즈 산업 성장전망 : ‘10년 1,800만명 ⇒ ‘20년 2,500만명

* 호주, 뉴질랜드는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 및 메가요트 시장에 투자

중 국

- ‘크루즈산업 발전의 촉진과 규범’

: 국제 크루즈 선박 기항유치,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크루즈 소비시장 육성 

4대 크루즈 터미널 개발

(상해, 천진, 샤먼, 산야)

호 주
-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

: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4개 클러스터 구축

(1개 클러스터 200만 

AUD 투자)

싱가포르

- Tourism 2015 : 크루즈, 슈퍼요트시장 육성

: 크루즈산업 집중육성, 터미널조성, 크루즈 기금

마련, 마리나 건설

총 1억2천만 SGD규모의 

시설투자 및 기금 마련

표 11. 세계 주요국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 수산업 : 지속성·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식품산업 발전 및 생명산업화

- 세계 수산업 시장규모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2008년 8천억 달러 ⇒ ’20년 1조2천억 달러로 성장

- 수산물 교역 증가 전망, 불법어업, 위생검역 및 원산지 증명 등 교역규범 강화

* 세계 수산물 교역 규모 : ’09년 1,978억 달러(’99년 대비 77% 증가)

* EU의 IUU 통제법, 일본 항생제 잔류 검사, 수입참치 DNA 검사

- 수산 주요국, 수산업 및 식품산업 투자 집중

* EU,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조5천억 원 규모(60억 유로) 배정(2014∼2020)

* 일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5조5천억 원 규모(4천억엔) 펀드 조성(2013∼2017)

* 일본의 식품시장 목표 : ‘09년 96조엔 ⇒ ‘20년 120조엔(100만개 일자리 창출)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해양생명산업의 성장 

* 세계 시장규모는 ’11년 30조 384억원 규모(건강기능성식품, 바이오연료, 화장품 시장

등 고려)

* 해양 바이오 제약, 해양 바이오 에너지, 해양 바이오 신소재 등 성장 전망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14

○ 해양플랜트 산업 : 고성장 예견되나 높은 진입 장벽과 자국건조주의 강화

-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3,000억 달러에서 2030년 5,000억 달러 성장 전망

* 해저 생산비중 : 석유 2004년 34%→2015년 50%, 가스 2004년 28%→2015년 34%(DW 사)

- 해양플랜트 운영사업은 오일메이저가 가치사슬의 정점에서 높은 진입장벽 형성

* 2011년 매출액 10대기업 중 6개가 오일메이저 : Shell, ExxonMobile, BP, Sinopec,

CNOC, Chevron

- 중국, 브라질 등은 자국유전을 앞세워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자국 유전개발 및 자국 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시 자국건조주의, 로컬 콘텐츠 의무화 시행

○ 해양신산업 : 해양신산업 선점 위해 해양과학기술 정책 강화

-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등장

* 해양신산업 : 해저광물, 해양에너지, 해수, 해양공간,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

하는 신산업군

- 해양신산업의 시장규모는 현재 미미하나 자원 부존량 고려 시 시장규모 방대 전망

* 해양에너지 150억kw, 망간단괴 5,000억 톤, 금속매장량 1만 년분 등 부존

* 해양신산업 시장규모는 ‘10년 158억 달러 ⇒ ‘20년 1,457억 달러 전망(8.2배 성장 전망)

* 해양에너지 시장규모만 최대 1조 달러 예상(Frost & Sullivan)

-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 수립 및 해양과학기술 투자 확대

* 201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전략 수립

* 중국은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를 ‘10년 54.5% ⇒ ‘15년 60%로 제고 추진

* 해양과학기술 예산 : 중국은 우리나라의 4배, 일본 6배, 미국 27배에 해당(2009년 기준)

추진 전략 주요 내용 MT예산(‘09)

미 국
해양과학 R&D 기반조성 

전략(‘10)
R&D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 10.4조원(27배)

중 국
12.5(‘11∼’15) 해양과학

기술 개발계획
중점추진사업 선정 1.7조원(4배)

일 본
해양자원에너지 확보 

전략(’10)
탐사구역 확대 및 ’20년 상업화 2.2조원(6배)

영 국 해양과학전략(‘10) 우선순위 결정 및 이행장벽 제거 -

한 국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11) MT 투자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 0.39조원

표 12. 세계 주요국의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현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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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Rio+20 회의 결과

111 III장의 Flow Chart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Rio+20 관련 내용의 연구 흐름도

그림 9. Rio+20 연구 흐름도

222 Rio+20 사전 준비

국제기구 공동 보고서(2012)

○ 본 보고서6)의 목적

- Rio+20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

* 전 세계 해양과 연안 관리를 위한 현안 문제 분석

* 그간의 국제적인 활동의 다양한 목적과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

* 유엔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비공식협의절차와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포함한 최근의 논의와 토의결과 정리

* Rio+20 결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많은 실체

적인 제안 제시

6) http://unesdoc.unesco.org, ‘바다와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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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제기구공동보고서표지

○ 국제해양협약 이행현황의 장애 요인 분석

- 국제해양 협약이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

* 정치적 대안부족

* 부족한 제도적 역량

* 부적절한 제도

* 시장 왜곡

* 불완전한 과학 정보

* 자금 부족

* 참여자의 의지 결여

* 완전한 실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다른

축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 기타 장애물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여러 축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정책의 충돌

* 기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불충분한 통제와 관리 능력, 정치적 의지 부족

* 모든 수준에서 집행 활동과 결과를 감시하고 조정 보고하는 장치의 결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계속된 편격차(인적 및 재정자원, 역량 구축, 기술 이전)

* 한정된 교육, 훈련, 기술력, 자금지원 능력

*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 강제의 비효율성

* 소규모 어업과 취약한 바다 생태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된 자료와 정보

○ 건강한 해양과 연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

- 국제적/지역적/국가적 환경제도를 검토하고 강화

* 전 지구적인 협약이행 약속이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많은 관리 방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과거보다 더 정부와 산업간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이 필요

* 행동 변화와 업계 개혁, 공공-민간 제휴, 청정 기술 이전에 대한 장려금, 공공

프로그램과 과학 조사에 대한 산업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시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영양염 오염과 같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 지구적 법률적/

제도적/재정적 체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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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녹색 경제의 정의를 통해 환경 파괴가 지닌 외면적 성질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내화한다면, 이런 정책은 육상에서처럼 녹색 경제에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임 

○ 해양 & 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목표 및 열 가지 제안

- 첫 번째 목표

* 해양산성화에 적응하고 경감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한다.

* 살아 있는 바다와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 지구적 사업을

개발, 실천 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전 세계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 수생 침입 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체제를 강화한다.

- 두 번째 목표

*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핵심적인 취약점을 해결

* 녹색 경제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 영양소의 효율성과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규정 및 경제적인 제도를 마련

하여 영양소의 녹색경제를 추구하고 해양 산소 결핍을 줄인다.

- 세 번째 목표

*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체제

를 만들고 실행한다.

* 지역 해양 관리 기구를 개편한다.

*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계의 조정, 연관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 네 번째 목표

* 지속적인 관측과 감시, 해양연구, 국제 협약의 이행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을 키운다.

333 Rio+20 본 회의

Rio+20 개요

○ 2012년 6월 20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

- 'Rio+20' 회의에는 세계 190여 국가 정상과 정부 대표,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 비정부기구(NGO) 대표, 재계 및 학계 인사 등 5만여 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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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Rio+20'은 지속가능 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녹색경제

(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

-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빈곤퇴치, 식량안보, 물 부족, 재생에너지, 자연재해,

해양오염, 도시화, 고용창출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음

○ '해양의 날' 행사 개최

- '리우+20' 개막에 앞선 6월 16일 '해양의 날' 행사 개최

- 46개국, 169개 기관의 375명이 참여

- 해양과 연안, 소도서 개발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SIDS)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해양선언(Ocean Declaration)' 발표

○ 해양선언(Ocean Declaration)의 내용7)

- 2012년 6월 16일, '해양의 날‘ 공동의장 성명으로 발표한 해양선언 주요 내용

1. 해양이 왜 중요한가?

: 해양은 지구 생명체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183개 연안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나라들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지구의 생명유지시스템

으로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탄소의 93%를 순환시킴

: 자연적으로 분리된 탄소의 절반을 저장하고, 지난 200년간 추가된 열의 80%를 흡수

: 183개 연안국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연안에 살고 있고, 세계 20대 거대

도시 중 13개가 연안에 위치하며, 세계 GNP의 61%가 해안가로부터 100km 이내

지역에서 발생

: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50조 달러(Nelleman et al., 2009)로 추정

: 물류를 통해 지구상 교역의 90%를 지원하고, 수산물을 통해 42억 명에게 15%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

2. 무엇이 해양을 위협하는가?

: 해양은 글로벌 사회에 필수적인 자원, 식품, 영양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받고 있음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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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해수 산성화, 해양쓰레기를 비롯한 오염, 남획,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행위, 파괴적인 어업 관행, 그리고 서식지 파괴 등이 지속되고 있음

: 아울러 약한 모니터링과 규제, 집행 및 준수, 그리고 예방 및 생태계 기반 원칙의

불충분한 통합, 해양과 연안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부족, 해양과

연안 이슈에 대한 정치적 우선순위 저하, 과잉 탐사를 야기하는 해로운 보조금의

지속성, 불충분한 공공 교육 및 인식 등도 해양과 연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통합적인 해양 거버넌스

국가적, 지역적 차원은 물론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넘어서는 생태계 기반 관리

(EBM), 해양 및 연안의 통합관리(IOCM) 확대 노력 강화

2) 기후와 해양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내․외적으로 해양, 기후변화, 안보 등 상호 연계된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통합 접근 방식의 개발

3) 해양보호구역(MPAs)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

해양공간계획과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등 통합 해양 거버넌스 체제에서 해양생

물종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 채택,

그리고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의 보존 및 관리 지역을 적어도 10% 이상 목표 달성

4) 식품 안전과 사회․경제적 혜택을 위한 수산업 강화

IUU 어업 금지, 환경적․사회적으로 해로운 보조금 지급 중단, 남획 근절 등을 통해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재확인 및 구현, 개발도상국과 SIDS의 수산자원 관리 능력과

수산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영양적 혜택 증대를 위한 능력 향상 지원

5) SIDS와 개발도상국가의 기후변화 대처 및 해양자원 관리 능력 향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SIDS와 연안 개발도상국가의

능력 향상

6) 모든 해양오염원의 관리

해양오염, 영구적인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및 질소 화합물 등 육상 및 해양 기인

해양오염의 감소

7) Blue Economy로의 이동

경제적 이익, 일자리에 기여하는 해양자원의 이용과 오염 및 쓰레기의 감소, 사회적

평등, 식량과 영양분의 안보, 빈곤 감소 등을 위한 Blue Economy로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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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선언의 의미

: 21세기 들어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가 된 가운데, 해양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안적 공간임

: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해양이 인류 공동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특히, 해양의 생태적 가치와 자원량은 육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해양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금번 ‘해양선언’은 생태계 기반의 해양 관리, 해양과 연안의 통합관리를 강조하였음

: 해양과 기후변화, 안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연안 개도국 및 SIDS의 역량

강화를 강조

: 아울러 Blue Economy를 해양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함

회의 주요 내용8)

○ Rio+20 회의의 결과 문서(The Future We Want)는 총 5개 장, 283항으로 이루

어져 있음

- 본문에서는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행동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음

○ Rio+20 회의 주요 결과 의제

- 녹색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수단

○ 녹색 경제로의 전환

- 녹색 경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

을 고려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시

- 녹색 경제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포함

- 녹색 경제정책 추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 강조

- 정책 추진을 위해 개도국의 수요와 선진국의 지원과 더불어, 재정-기술-역량

강화를 연계하는 UN 내 시스템 구축 제안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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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UN 시스템 

내 조직별 기능 및 공조 강화에 대한 논의

- 환경 관련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이는 지속

가능발전의 3대 분야 중 환경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수단

- 이번 Rio+20 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에 합의한 것임

- 30개국의 대표로 이루어진 SDGs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면 작업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SDGs의 최종 안(案)을 2013년에 

개최되는 제68차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할 예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무역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침

○ 해양 부문의 핵심 이슈였던 국가관할권 이원 해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행협약 체결 관련 사항이 순조롭게 타결되지 못하여 세계의 많은 해양 전문가

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음 

- ‘국가관할권 이원 해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행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EU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찬성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소수 강대국의 반대로 결과문서에 포함되지 못함

○ 해양부문의 중요 이슈들이 결과 문서(“The Future We Want”)에 대거 수용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음

- 국가관할권 이원 해역의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도 결과문서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이행협약 체결 문제를 포함

하여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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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 주요의제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 우선 분야: 일자리, 에너지, 도시, 식량, 물, 해양, 재난대응

○ Rio+20의 주요 의의

-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유엔 최초로 명시. 지속

가능발전목표 설정

-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위급 정치 포럼 신설

- 유엔환경계획 역할의 강화

○ 고위급 정치포럼 역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 지침 및 권고

- 주기적 논의, 상황 파악, 의제 결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역동적 

기반 제공

- 의제 21을 비롯한 UN 회의 결과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공약의 이행 진전 

상황 검토 및 후속조치 취함

- 과학-정책 간 인터페이스 강화, 분산된 정보 및 평가 취합

*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형태 포함

- 개도국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위해 역량 강화 노력에 기여

○ 67차 유엔총회에서 UNEP 역할 강화하는 결의안 채택 요청

- UNEP 집행 이사회 내에 보편적 회원 자격 부여

* Rio회의에서 UNEP 기능 강화 등에는 합의, 이를 전문기구화 하는데는 유엔총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함

- UN 기본예산 지원 확대 및 자발적 기부금 지원

- UN 조정기구 내의 UNEP 참여 확대, 조정 위임사항 이행능력 강화

- 과학-정책 간 인터페이스 촉진(지구환경전망 포함)

- 대중인식 증진 및 국가들 역량 강화와 지원 제공

- 본부의 기능을 나이로비에 통합, 지역적 역량 강화

- 다자 환경협약 및 관련분야의 UN 체계간 협력 및 조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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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한 개도국 역량 배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 Regular Process 지지 및 1차주기 완료 기대, 평가 결과를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

- EEZ이외 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인지,

69차 유엔총회 이전까지 UNCLOS내에 국제기구 설립 여부 결정

- IMO를 통한 해양폐기물 감축, 해양외래침입종 유입방지, GPA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 등 해양오염 감축활동 수행

-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촉구

-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산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촉구, 해양

산성화 및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양과학 연구, 모니터링 및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필요성 강조

- 해양시비에 대한 우려 표명

-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합의된 최대지속가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강화

- FAO를 중심으로 수산자원량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수산관리, 불법어업방지,

수산보조금 폐지 촉구

- 개도국에서 생산된 수산제품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도국 지원 전략을

2014년까지 파악 및 강화 촉구

- 산호초 및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하도록 국제협력 지지

-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지역의 10%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유의

○ 기타 주요 결과

- 우리나라 개도국 녹색성장 위해 2013-2020년 그린 ODA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공약

* 우리나라 포함 15개국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협정에 서명

- World Bank 주도로 ‘해양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Oceans)’ 설립, 우리나라 참여 공약

* 개도국으로의 해양 관련 기술이전

- 모로코에 해양산성화 국제협력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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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Rio+20 회의 결과 : Oceans Compact

Oceans Compact 개요

○ 배경

- 반기문 유엔총장 발의로 해양에 관하여 Rio+20 결과를 계승하는 전략적 

비전을 확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주요 목표

- ‘Healthy Oceans for Prosperity’

- UN 시스템 역량을 향상시켜서 정부, 정부간, 비정부기구, 과학자, 민간영역

이 해양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함

○ 세부 목적

- 인류 보호와 해양 건강의 개선

- 해양환경과 천연 자원의 보호, 회복 및 유지와 식량생산 및 생태계 서비스 회복

- 해양지식과 관리의 강화

세부 실천 목표

○ 인류 보호와 해양 건강의 개선

- 해양 관련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국가 선별, 완화와 적응 

- 관련 계획 개발

- 취약지역의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립

- 2025년까지 영양소, 해양폐기물 및 폐수에 대한 국가적 한도 정함

○ 해양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유지와 식량 생산과 생태계 서비스 회복

-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호지역 

10% 이상 지정

- 2015년까지 산호초 및 다른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압력 감축

- 요하네스버그 목표 상기: 최대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생물자원을 복구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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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차 유엔총회 이전까지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법적 체제 및 효과적 접근 

보장 위해 임시비공식실무그룹에서 마무리

-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따라 어업선박 어획량 감축

-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하여 어족남획과 과잉어획에 일조하는 

보조금 폐지 고취

○ 해양지식과 관리 강화

- GOOS 일환으로 해양 생태계, 인간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2014년까지 Regular Process 1차주기 완료와 추가적 해양모니터링, 연구 및 

역량 개발 수요 파악

- 역량배양 필요성에 대한 전 지구적·지역적 평가 수행, 전략 수립 및 이행

- 취약한 생태계 및 경제활동에 대한 해양산성화의 지역적 영향 평가 도출과 

해양산성화 발생에 대한 전 지구적 관측 네트워크

* 회원국 수요에 따라 통합된 연안 생태계 및 과학 기반 보전의 개발 및 정책 관리

지원 혹은 정책 강화 지원

후속조치

○ 한시적 해양자문그룹(Time-bound Oceans Advisory Group) 수립 제안

- 해양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초점을 제안하고 작업 방향 개발에 기여  

- Oceans Compact 이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GEF 및 WB GPO와 같은 메커

니즘을 통한 필요한 재원 마련 전략 조언

○ Oceans Compact 수행을 위한 행동지침은 UN Oceans를 통해 조정

- UN Oceans: DOALOS, FAO, IOC, UNEP, WB, IMO, WMO, UNDP, ISA,

IAEA 등이 회원으로 참여, 현재 UNDP, UNEP이 coordinator 수행

시사점

○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위한 개도국 역량 배양 강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대응 분야 연구 및 국제협력 확대 

○ 수산관리, 불법어업방지, 수산보조금 폐지 압력 강화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26

○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보호구역(MPA) 확대에 대한 요구 확대

-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마찰 지속

○ 국제기구를 통한 협약 이행 강제력 강화(수산자원관리 등)

○ 유엔차원에서 Rio+20 후속 조치를 위한 해양분야 이니셔티브 추진으로 해양

분야의 협력활동 강화 예상 

○ 민간영역과의 협력 강화

○ 해양 각 분야에 대한 자료 DB 구축 가속화

- 국가 관할권 내외의 해양자료 및 관리 현황 자료 구축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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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국가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대책

111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과와 한계

○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과제 상존

- 해양산업은 생산량과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높은 성장률 달성 

* 1990년 이후 해양산업의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전산업 평균보다 상위

- 조선산업, 해운/물류산업 외 저변 확대 필요

* 조선과 해운/물류산업이 전체 해양산업의 약 80% 차지

구 분 항  목 금액(원) 해양
산업 전산업 평균

성 과

연평균 총생산액 증가율(1990∼2007년) 11조⇒79조 12.2% 10.8%

최종수요의 수출 비중(2007년) 55조 81.8% 30.1%

연평균 수출증가율(1990∼2007년) 5조⇒55조 15.2% 12.8%

외화가득효과(2007년) 22조 38.2% 0.0%

과 제

낮은 부가가치율(2007년) 20조/79조 26.0% 40.1%

과도한 조선ㆍ해운의 비율(2007년) 72조/79조 79.2% -

최종수요의 과소한 내수 비율(2007년) 38조/93조 18.2% 69.9%

낮은 국산화율(2007년) - 57.1% 77.2%

표 13.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미흡

- 전통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신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 부진

-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성장속도 저하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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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점(S) 약점(W)

해운
물류
항만

- 세계 5위 선대규모 및 23위 항만 경쟁력

-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 및 항만물류 

클러스터 기반 마련

- 세계 수준의 고급인력 보유

- 선박금융, M&A 등 신규시장 개척 한계

- 항만배후단지 규모, 기업 유치 및 항만

운영 고정요율제로 인한 비효율

- 물류기업 규모, 네트워크, 전문성 부족

조선
-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

- 세계 1∼2위 수주 규모

- 기자재 국산화율 저조

- 해양플랜트 건조 후 서비스 부문 부진

해양
관광

-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보유

-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에 위치

- 해양관광 인프라 부족

- 해양관광산업육성체제 미흡

수산업
- 수산물 양식부문의 기술력 확보

- 동서남해의 지역적 차별성 및 특수성

- 수출수요 대응 인프라 미흡

- 수산부문 신산업의 산업화 미진

해양
신산업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관산업 기반

-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 경쟁국 대비 R&D 투자 부족

- 해양과학기술 기초기반 취약

표 14.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강점과 약점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 부문별 문제점

○ 해운산업의 문제점

- 선박금융제도 선진화 미흡

* 해운경기 불황 외에 민간부문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해운위기 가속화

- 위기대응시스템에 한계 노출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시장의 변화로 해운분야 재편 가속화에 대응 미흡

* IMO, EU 등 선박 녹색운항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부족

* 수직, 수평 기능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 미흡

* 위기발생시사전적으로예측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할수있는위기대응시스템구축미흡

- 미래 신규시장 개척 노력 부족

* 해양플랜트, 에너지, 자원 등 미래 신규시장 개척 미흡

* 산업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과 선사들의 신규시장 개척노력 부족

*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성장 기반 마련 미흡

- 해운분야 선박금융 지원강화 등에 정부·금융기관·해운물류기업 공동대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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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산업의 문제점

- 전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규모 축소로 기업유치 기반 미흡 

* 2020년 8대 무역항 배후단지 계획 면적 : 35,442천m2에서 27,293천m2로 기존 추정치

대비 25% 축소

-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활동 축소 및 전문성 결여 

* 대형 IR중심의 마케팅으로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실효성 저하

- 물류여건 변화에 적절한 대처방안 미흡으로 항만, 해운분야 국부유출 심각 

* 고정임대료 체제로 인한 경쟁과열로 연간 1조원 국부유출

- 컨테이너부두 위주의 항만 투자의 불균형  

* 벌크, 소형선, 해양플랜트 전용항만에 대한 투자 저조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그림 11. 항만산업의 문제점

○ 물류산업의 문제점

-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시 국내 물류기업의 네트워크와 역량부족

기 업 진출국가 해외법인

DP DHL 220개국 이상 854

UPS 200개국 이상 1,801

글로비스 12 20

범한판토스 28 36

CJ GLS 11 14

표 15. 글로벌 물류기업과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현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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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류기업의 서비스 다각화 부재로 해외시장 진출 부진

* 글로벌 기업은 회수, 컨설팅, 금융 등 종합서비스 제공, 국내 기업은 하역, 포워딩

등 서비스 국한

- 물류기업을 위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부족

* 호주 Toll, 쿠웨이트 Agility 등은 10년 전 중견기업에서 정부지원으로 글로벌 top

10 기업 도약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투자자금, 현지정보, 물량확보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

* (투자자금 부족)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거점 설립, M&A, J.V. 에 저리자금 필요

* (물량확보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화주와 동반진출 선호하나 연결시스템 부재

* (현지정보 부재) 현지 시장정보, 제도/규제, 기 진출기업, 성공/실패사례 등 기업

단독 확보 곤란

○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문제점

-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부족

* 해안 권역별·자원별 중장기 해양관광종합계획미흡, 해양관광 육성 법적 근거 및

제도 구축 미흡

- 동북아 크루즈 시장 성장에 대응한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서비스 등) 부족

*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 3곳(부산 동삼동, 제주 외항, 여수)에 불과

* 기항지 서비스 및 크루즈 관광 수익모델 부족

- 마리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연계산업 발전 모델 미흡

* 현재 전곡․목포 등 마리나 14개소가 운영 중이나, 계류시설 용량 부족

*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문인력양성, 지원 서비스산업 미발달

※ 호주 : 마리나산업의 체계적 발전 위해 마리나클러스터 구축 및 인력 양성학교 운영

○ 수산업의 문제점

- 급증하는 수산물 수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한계

* 남해안 내만의 밀집 양식으로 생산성 저하 및 질병 발생

* 수출품목이 참치, 김, 오징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

* 글로벌 수요가 있는 품목에 대한 양식시설 확충 및 R&D 부족

-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12년)에 대응한 국내품종 개발 미흡

* 해조류 해외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될 경우 연 25억 원의 로열티 지급

* 우리나라는 김 3품종만 출원되었으며, 김, 미역 등 10여 품종 출원계획



 PartⅢ RIO+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우리의 대책

131

구 분 한  국 중  국

해양
연구선

7천 톤급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2천 톤급 이상 4척 

大洋1號, 大洋2號, 向陽紅5號, 向陽紅9號 등 
3천 톤급 이상 10척

잠수정
유인잠수정 미보유

6천m급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7,000m급 유인잠수정 ‘蛟龍號’

(미, 프, 일, 러에 이은 세계 5번째)

해양
위성

해양위성 ‘천리안’ 1개 운영(2010.6)

(2017년 제2호 발사 계획)

해양위성 ‘해양1호 A’(2002), ‘해양1호 
B’(2007) 2개 운영

(2015년까지 최대 5개 발사 계획)

표 16. 한국 대 중국의 해양연구 인프라 비교

-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수산 R&D 기반 미흡

* 수요자 중심 맞춤형 R&D 추진 미흡: 수산부문 기술이전 50건(농림수산 전체 596건)

에 불과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

* 해양생물자원 활용 의약품 시장 : ’09년 15조원 → ’15년 18조원 시장으로 성장

* 해양신소재는 건강식품부터 의료소재까지 다양(플라스틱 소재, 섬유소재, 나노복합소재 등)

* 미국, 해양에서 200여건의 신약물질 특허화(국가예산 1억 3천만 달러 투자)

○ 해양플랜트 산업의 문제점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능력 극히 취약

* 엔지니어링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양 및 프로젝트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

-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인프라 미흡

* 법적 지원근거 미비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미수립

* 지식경제부 계획(‘12.5.9)은 건주부문에 치중,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누락으로 실효성 부족

- 해외유전개발 사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연계 전략 부재

* 해양플랜트 국내발주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쉐(Shwe) 가스전 프로젝트가 유일

* 석유공사 자회사인 ‘다나’ 사는 FPSO를 중국 조선소에 발주 : 중국은 자국발주, 우리는

타국 발주

- 국내기업들은 초기 리스크로 인해 사업진출 의사결정 지연

*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경험 부족이 사업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해양신산업의 문제점

- 해양연구/조사선, 잠수정, 해양관측위성 등 해양연구 인프라 부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132

- 해양과학기술 R&D 예산이 정부 R&D 비중 3.3%로 정부 관심 저조

○ 해양과학기술의 문제점9)

-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 미약 

- MT로드맵(2006)에서 제안된 37건(수산분야 포함시 47건)의 중점과제 중 13

과제(35%) 미반영 

* 자원분야에 예산투자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해양산업화분야의 지원부족

- 해양과학기술 정책지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선도적 추진 미흡 

* 해양플랜트, 심층수 등과 같이 법제도 지원 주체가 국토해양부가 되는 R&D분야 선도적

추진 필요

- 산업화 연계기능 및 제도적 기반 취약

* 해양 R&D는 공공, 기초기반 성격의 과제가 약 6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업화 지원 미비

- 해양 R&D사업 운영의 비효율화

- 지속적인 R&D 총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평균 지원예산 정체 

* 소규모 세부과제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따른 과제수 지속적 증가

- 단계별 성과목표 등이 불명확하고 5년 이상의 장기과제 비중이 높아 효율적

예산운용 저해 및 연구의 고착화 현상 발생 

* 해양의 특수성, 위험성 등의 영향도 있으나, 달성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목표설정으로 인한 장기과제도 존재

- 해양특성상 연구 인프라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의 편중현상 심화, 다양한 

연구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개발 부진 

※ 연구비 비중 : 출연연구소 80.8%, 대학 10.9%, 기업 0.4%, 기타 7.9%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해양산업의 비전

- 전통해양산업 고도화, 신해양산업 성장동력화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9)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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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그림 12. 해양산업의 비전

○ 해양산업의 목표

-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약 1,344억 달러, 2020년 세계시장 10% 점유 시 1조 

4천억 달러

구  분 2008년 2020년 목표 비     고

물류항만 448 8,100

2020년 세계 해양산업의 10% 점유

⇒ 1조 4,000억 달러 

⇒ 2009년 한국 GDP

  (1조 3,21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 

해양산업(조선 등) 757 4,500

수 산 업 138 1,200

해양 석유 & 가스 - 200

합  계 1,344 14,000

표 17. 해양산업의 목표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

* 세계 해양산업의 10% 점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실현

* 해양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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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의 중점 추진과제

○ 해운산업

- 선박금융시스템 강화

* 해운보증기금 신설(5년간 매년 5천억 지원) 및 용 · 대선 전문 민간부문 선박 투자

전문회사 설립

- 신 해운비즈니스 개척

* ASEAN, 『해상교통 통합로드맵』 구축 지원, 해운시장 개방 시 적극 참여를 통한

역내 시장재편 과정 주도

* 저개발 자원부국에 합작해운회사(JVC) 및 선원교육기관 설립으로 해운 노하우

전수 및 신규 수송권 확보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글로벌 선박관리회사 육성을 위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연안해운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 대체 지원을 위한 공적금융정비기구(철도운송정비-

공유선박건조제도) 설립

* 민간부문의 연안선박 투자촉진을 위해 연안선박투자펀드 설립을 추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항만산업

- 항만배후단지 개발 확대 및 기업유치 기반 고도화

* 신규 개발, 주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와 통합 등을 통해 3천만m2 규모의 항만배후

단지 확대

* 항만배후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맞춤형 Biz 모델 개발, 투자유치정보센터,

투자유치지원단 설립

- 국내 및 해외 전략중심항만의 집중 투자 및 종합완성형 항만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관광, 플랜트, 자원 등 항만별 특화 전략 수립 및 이익공유제와 연계 국부창출

방지 운영체계 개선

* 중심항의 항만수심, 터미널 규모, 항만배후단지, 장비, 생산성 등 확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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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용항만 개발 추진 

* 향후 예상되는 해외자원 개발, 해양플랜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전용 항만의 개발

- 환동해 경제권 및 북극항로 연계 항만 개발

* 미래의 신해상 고속도로가 될 북극항로 대비 신북방 항만개발기본계획 수립

* 강원, 경북과 나진, 원산 등 북한, 중국 연해주, 극동러시아 등의 주요 환동해 경제권

연계 항만개발 계획 수립

○ 물류산업

- 글로벌 물류투자분석센터 기능 강화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KMI)는 예산 3억원(’10년 2억)으로 국내 물류기업 해외진출

정보 지원

* 센터 예산(30억원) 증액으로 사업기능 강화(해외정보 디렉토리 등)를 통한 저비용

진출기반 제공

- 글로벌 정책자금(금융) 지원

* 물류산업발전법(안) 재정 등을 통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 지원 및 1조원대 전용

기금 마련

*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등 국부펀드 기관이 운용하는 M&A전용 펀드의 물류기업

지원 확대

- 글로벌 물류전문기구 설립

* 추진력 및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자본금(1천억원)을 투자한 해외물류투자

전담기구 설립

- 해외 고용창출 플랫폼 마련

* 1인 글로벌 포워딩 기업, 공동브랜드 등을 활용한 해외 청년 고용 창출 기반 마련

○ 해양관광/레저산업산업

- 크루즈 부두, 마리나 시설 지속 확충

* 부산/인천, 제주 전용부두, 대형크루즈 접안시설 확충(12만톤)

* 2012년까지 23개소, ’15년까지 35개소 마리나 확충

- 마리나/크루즈 등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크루즈선 톤세제(조특법), 카지노업 허가(관광진흥법) 추진

* 국적 크루즈선의 운항 지원을 위한 관련 특별법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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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가감면 근거 마련(마리나법 개정)

* 요트차터업, 요트정비업 도입을 통한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 수산업

- 수산종자산업  육성 : 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로 선점효과가 매우 큼

* 세계 3% 정도만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배에 의한 종자 생산

* 노르웨이(대서양연어), 일본(참다랑어, 뱀장어), 중국(잉어류), 한국(넙치)

※ FAO, 세계 수산종자시장은 157억 달러 규모(세계 종자시장 693억불의 22% 차지)

- 신갯벌어업 육성 : 해삼 등 전략적 수출품목 양식 및 가공 확대

* 어장환경개선, 시범어장운영, 갯벌어업 육성제도 마련으로 갯벌을 굴, 해삼 등

수출전진기지화

※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는 120만톤이나 연간 생산량은 25만톤에 불과, 1조원대 수출시장 전망

* 전통적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해양생물로부터 신의약, 신물질, 신소재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산업 육성

*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1조원 품목 육성), 해외 양식어장 개발, 아열대어종 산업화

* 수산 R&D 체계 개선을 통해 수산물의 세계 일류 상품화 추진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엔지니어링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진흥원 설립, 상부구조물 및 해저장비 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법(안) 제정,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세계 1위의 철강업체 포스코는 10년 한시법인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에 의해 탄생

- 해외유전 개발 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자국발주 의무화

*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자원개발업체(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와 해양플랜트 업체

동반진출

- 정부 주도의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 국내발주를 통해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및 경험과 실적 확보

○ 해양신산업

- 국가 R&D 비중 5% 이상으로 해양과학기술 예산 확충

* 2009년 기준으로 3,900억(3.3%) ⇒ 6,900억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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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확충

* 2천톤급 이상 해양연구선 : 4척 ⇒ 10척

* 5천미터급 유인잠수정 : 0척 ⇒ 1척

* 해양위성 : 1기 ⇒ 3기

* 테스트베드 구축 : 해양 R&D 시험 인증 및 평가를 위한 초대형 공학수조 건립 등

- 해양신산업 융복합 기술 개발

* 해양에너지 복합기술(조류+풍력+파력 등), 해수종합 이용기술(해수담수화 + 해수

용존광물 추출)

- 대학 및 공공기관 개발기술의 민간기업 이전 촉진 

* 기업의 기술개발 참여 시 사업우선권 부여, 세제혜택 제공, 기술이전 비용 지원 등

* 시제품 공공기관 우선 적용 통한 초기시장 창출,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 해양신

기술펀드 조성 등

222 해양 행정력 강화 전략

세계 해양 거버넌스의 추세

○ 세계적으로 지난 1992년 Rio UN환경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SD) 개념이 제시

- 이를 위한 바탕으로 해양과 연안 관리의 통합(Integrated Ocean and

Coastal Development)이 제창되었음

○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World Summit on Sustanable Development,

WSSD) 때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합의

가 있었음

○ 2012년 ‘Rio+20"에서는 1992년 Rio회의 때 제창된 SD 개념과 관련하여 지속

적인 해양 거버넌스의 통합 등이 거론

- ‘Rio+20"회의 1주일 전에 개최된 Ocean Day 행사의 선언문 속에서도 생태계

기반관리(Eco-based Management)나 통합해양 및 연안관리(Integrated Ocean

and Coastal Development, IOCM) 등을 통합하는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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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 거버넌스의 추세 및 모델

○ 해양 행정관리(ocean governance)의 필수 구성요소

- 해양정책이 잘 성안되고 해양 기구가 설치되어 조정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

으로 잘 운영되면 해양 정책의 지지층이 많이 형성되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게 됨 

자료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그림 13. 해양 거버넌스 4요소

 

○ 실제로 세계 각국이 쓰이는 해양 행정 조직의 모델은 5가지 정도로 분류

1) 공동의 목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별 해양 부문 모델

* 개별 부문들은 개별 부문의 효과 최적화만을 지향하고 타부문에 무관심하며 상호

조정하거나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전무함

2) 일치된 목표는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별 해양 부문 모델

* 독자적으로 일은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이의 달성에 전념하나 이를 달성

하는 수단들은 각 부문의 재량에 따름

3) 가상적인 조직 모델(즉, 파트너쉽, 위원회 구조, 공동관리 규약 등)

* 느슨하게 조직화된 부문들이나 기관들의 네트워크로서 공동의 비전, 목표 행동

규범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상호 협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 공동의 협력안

(Initiatives)들을 갖는 위원회 등의 조직이나 새롭고 값비싼 행정조직에 의존하지는

않음. 협상이 과정의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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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인 조정 모델

* 특정부서들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전반적인 조정 및 촉진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행정청이나 기구로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지는 않으나 정책 입안, 촉진, 연구

및 기금 제공 등의 하나가 주 기능, 감시(Auditing)이나 유보된 권력(Reserve power)

을 보유하기도 함

* 자원 계획과 관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음

5) 총괄적인 조직 구축 모델

* 직접적인 부문들의 관리 책임을 갖는 새로운 기구 창설로 기존과 새로운 기능

부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유, 공동의 목표와 수단들을 보유하고 부문간 통합과

조정 능력이 향상

세계 해양 거버넌스의 추세 및 모델

○ 세계 주요국 해양정책의 공통 주제 및 과제10)

핵심어 내 용 주요 과제

상호관계 증가
(Increased Interaction) - 해양과 인류사회의 상호관계 증가

- 종합적 국가 해양정책 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성
(Sutainability)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생태계 기반 관리, 해양ㆍ연안의 
통합 관리

혁신
(Innovation)

- 문제 극복과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의 혁신적 발전

- 해양 R&D 투자 제고, 해양과학
기술의 산업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반응, 적응, 완화
(Response, Adaptation, 

and Mitigation)

- 기후 변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적응 및 영향 경감

- 해양조사 및 관측, 해양기초 과학
육성, 대응ㆍ적응ㆍ영향경감 기술
개발, 연안 이용의 구조조정, 해양․
연안 환경 보호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 거대 해양과학 연구 및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리더십 확립

- 국제 연구 개발 협력, 국제적인 
정책 결정 주도

공공 인식
(Public Awareness)

-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의 
의식 제고

-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인재 육성

표 18. 세계 주요국 해양정책의 공통 주제 및 과제

10) 박광서(2009),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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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해양관리 기구의 내용 

국 가 해양 관리 기구의 내용 비고

미  국
해양대기청(NOAA, 상무성 산하, ‘72), 국가해양위원회
(National Ocean Council, 2010)

캐나다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 DFO,

1985)

일  본 해양정책본부(Division of Ocean Policy, 2008)

호  주

국가해양장관위원회(National Oceans Ministerial Board,

OBOM, 1998), 국가해양청(National Oceans Office, NOO,

환경부 산하, 1999)

노르웨이
왕립 수산연안부(The Royal Norwegian Ministry of Fisheries

and Coastal Affairs, 2004)

2004년, 수산청 
(The Ministry of

Fisheries)확대

한  국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y,

1996-2008)

영  국 해양관리청(Marine Management Office, MMO, '10)
환경식품농촌부
(DEFRA)산하 

중  국 국가해양국(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06) 조정 기구로 지정

포르투갈
해양장관위원회(Inter-ministrial Commission for Sea

Affairs, CIAM, ‘06)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y,

MMAF, 1999), 인도네시아 해양위원회(Indonesian Ocean

Council, 2007)

베트남
베트남해양도서청(Vietnamese Administration of Seas

and Islands, VASI, 2007)
환경자원부 산하

필리핀
국가연안경비시스템(The National Coast Watch System,

NCWS, 2011)

해양연안위원회
(CMOA) 대체

표 19. 각국의 해양관리 기구의 내용

자료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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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해양정책 내용 비고

미  국

해양법(The Ocean Act, 2000), 해양블루프린트(Ocean

Blue Print, 2004), 해양실천계획(Ocean Action Plan ,

2004), 국가해양정책 및 전략계획(National Ocean Policy

and Strategic Action Plan, 2010)

캐나다

해양법(The Ocean Act, 1997), 캐나다 해양전략( Canada's

Oceans Strategy, COG, 2002), 해양실천계획(The Oceans

Action Plan, 2005)

일  본
해양기본법(The Basic Ocean Law, 2007), 해양기본계획
(The Basic Ocean Plan, 2007)

호  주
호주 해양법(Australia Ocean Act, 1997), 호주 해양정책
(Australian Oceans Policy, AOP, 1998)

E  U

EU해양비전(The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2006), EU 해양 정책(The Maritime Policy with the

Marine Strategy, 2006)

EU Commission

영  국

해양보호전략(Safe-guarding Our Seas, 2002), 해양백서
(Marine Bill White Papers, 2007), 해양·연안접근법
(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2009), 해양정책 선언
(The Marine Policy Statement, 2011)

한  국

해양수산발전기본법(The Ocean and Fishery Act, 2002),

해양수산발전계획(The Ocean and Fishery Development

Plan, 제1차 2001, 제2차 2010)

중  국
전국 해양경제발전 강요(The Comprehensive Marine

Development Plan, 2008년)
(2006-2010)

포르투갈
국가해양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Ocean /ENM

(Estratégia Nacional para o Mar), 200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해양정책(The Indonesia Ocean Policy,

drafted as of Feb. 2011)

베트남
2020년을 향한 국가해양전략(National Strategy of the

Seas toward Year 2020, 2007)

표 20. 각국의 통합 해양정책 내용

자료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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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동향

미국

○ 해양관리 체질개선을 추진

- 미국은 해양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로 인식, 국내외 역량을 강화

* 해양경제 규모 : 연간 55억불의 수산물 소비, 7,000억불의 해운물류 소득(1천3백만

일자리, 전체 수출입의 95%), 1억 8천9백만명 해양관광, 전국 일자리의 17%(2천

8백만개) 제공

- 연방해양정책위원회 설치, 국가해양정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관리법

(Ocean Act)을 제정(‘00. 6)하여 ’01. 1월부터 시행

- An Ocean Blue Print 를 수립하고('04.12), 국제적 역할 증대, 해양과학기술

개발 강화, 연안관리 강화 등을 추진

- 연안재해,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 장단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기후국

(NCS)을 신설(‘10.2)하고 ’해양대기청 차세대 전략 계획(‘11.3)’을 수립

- 해역 및 수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최초의 통합적 국가해양정책

수립 ('10.7)

*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

적인 국가해양정책 추진

* 국가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를 통해 해양

자원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 북대서양 기후변화 프로그램 가동 및 해양산성화 대응 국가전략수립 

* 북대서양 탄소분포 및 범부처 해양산성화 워킹그룹 선정

- 해외 해양과학거점기지 지속 확보 

* 인도네시아 공동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자원 확보 및 전지구적

기후변동 연구 거점으로 활용

○ 미국 해양정책의 최신 동향

- 유엔 해양법협약의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의회로부터 

협약의 비준을 얻는 데에는 실패

* 하지만 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의 역학관계, 북극해 관할권 문제, 해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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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린 이해 등으로 미국 의회 내에서도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 금년 7월에도 미국 상원의회에서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에 

실패했지만, 11월 총선 이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분위기로는 미국의 유엔 해양법협약 가입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

으로 전망

- 해양에너지센터를 국립센터로 승격하고 관련 지역 센터를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

* 플로리다 해협 및 걸프만 지역의 해류·해수 온도차 에너지개발 추진

유럽연합(EU)

○ 해양을 통해 부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추진

- EU는 미래 성장 전략을 ‘해양경제 부흥’으로 설정하고 해양정책비전(2007년)

을 채택

* 영해에 한정되었던 해양공간계획을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세계 해양경제

및 해양정치에서 주도권 확보 추진

- 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Safe

-guarding Our Seas' 전략을 수립(2002)

* 여러 정부기관에 산재한 해양관련 기능 통합을 위해 해양관리 전담조직인 해양

관리부(MMO) 설립(2010.4)

* 아일랜드는 통신해양자원부에서 해양정책 총괄

- 노르웨이는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하여 수산연안부를 설립하여 통합 해양

관리체제를 강화

* 수산연안부에서 수산, 양식업, 수산물안전, 해상교통, 해상안전, 항만관리, 해양오염

방제 등 해양이용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

* 통합해양행정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자원법, 생물다양성법 등을 입법

- 유럽환경기구(EEA)는 3대 해양환경 위험요소 및 전략분야를 설정하여 대응

연구 착수 

* 3대 위험요소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외래종 유입

* 3대 전략분야 : 오믹스11)연구, 생물자원관리, 대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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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연계된 전략목표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대응체계 수립

- 유럽해양에너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달성 가능한 정량 목표치 제시

* 2050년까지 총수요전력의 15%(645 TWh)를 해양에너지로 대체

* 해양에너지산업분야 47만명 고용창출, 연간 1억 3,630만톤 CO2 저감

○ 유럽 해양정책의 최신 동향

- 해양부문의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의제 채택

* 2012년10월 8일 사이프러스 리마솔(Limassol)에서 열린 EU의 해양부문 비공식 각료급

회의에서 채택

* EU의 해양부문 각료급 회의는 포르투갈이 의장국이던 2007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이후 처음 개최

* 회의 장소의 지명을 따라 앞으로 '리마솔 선언'으로 불리게 됨

* 해양 환경의 건전성을 지키는 가운데 유럽의 해양경제(blue economy)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조화로운 정책의 추진을 촉구

- 의제 중점사항 :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5개 유망분야에 중점

* 해양신재생에너지산업

* 양식업

* 해양바이오산업

* 연안관광

* 해저광업

-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해양부문 의제 발표

* ‘리마솔 선언’의 의의

*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 공공기관이 해양산업의 발전 여건 조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이를 위한 과제로는 해양 연구개발 및 지식의 증진, 인력양성, 비용효과적 해양

감시 (marine surveillance)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해양공간 계획 체계

개선,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EU 규정인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의

충실한 시행 등이 제시

* EU가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해양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후 유럽 해양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1) 오믹스(Omics) : 세포 또는 개체 내에서 게놈에 의해서 발현되는 RNA, 단백질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물질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전산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생명현상을 밝히기 위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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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별 해양경제의 규모12)

- 프랑스

* 2011년 기준 매출액은 520억 파운드

* 직접 일자리는 30만 개에 달하고, 세계에서 해양경제의 규모가 큰 3개 나라 중의

하나 (출처 : French Maritime Cluster-CMF)

- 포르투갈

* 직·간접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GDP의 11%인 170억 파운드

* 해양경제와 관련된 자국의 20개 대기업이 적절한 전략을 추진할 경우 향후 25년

내에 기존의 2배인 GDP의 22%까지 달성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평가 (출처 :

Portuguese Hyper cluster of the Sea Economy and Portuguese Prime Minister, 2011)

○ EU의 해양정책 통합 추진13)

- 회원국의 해양정책 통합 강화

* 대내적으로 청색성장전략(Blue Growth Strategy)과 해양 및 연안관광 발전전략 수립,

해양 석유·가스 개발 안전성에 관한 EU 규칙 제정,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지침

(directive) 개발 등으로 해양정책 통합

* 대외적으로는 공해지역에 대한 관리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

① 청색성장전략 수립

② 해양·연안관광 발전전략 수립

③ 해양 석유·가스 개발 안전성에 관한 EU 규칙 제정

④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지침 제정

⑤ 공해지역 관리체제 구축 주도

- 시사점 및 대응방향

* 미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4년 유엔총회에서 공해지역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결의가 채택될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 공해지역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행

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임

* 공해지역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한 국제적 논의는 해양유전자원 확보뿐 아니라,

원양어업, 심해저 광업 등 다른 해양자원 개발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76호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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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EU의 해양정책 통합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가적 손익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 EU의 청색성장전략의 수립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이 ‘관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의 공간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해양부문의

신산업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을 준비해야 할 것임

유럽연합(EU) - 영국

○ 저탄소혁신조정그룹(Low Carbon Innovation Group) 설립

- 저탄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조정 및 관련정보의 공유를 위해 설립

*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와 산업혁신기술부, 공학・물리학연구위원회, 에너지
기술 연구소, 기술전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이 참여

- 해양에너지에 관한 '기술혁신 니즈 평가보고서(Technological Innovation Needs

Assessment)’발간

* ‘저탄소혁신조정그룹’에서 발간

* 해양에너지 잠재력,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발전비용 절감 목표, 해양에너지

상용화에 의한 녹색성장 기여도, 그리고 해양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혁신과제와

공공투자 소요 등으로 구성

- 저탄소혁신조정그룹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의의

*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의견을 조화롭게 절충하여 작성

* 작성된 보고서는 각 기관의 혁신관련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공공부문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

- 시사점

*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공립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 공공기관의

협업 방식이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양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의 혁신전략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R&D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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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상풍력단지 운영․계획 현황 및 시사점14)

- 2012 영국 해상풍력 보고서(UK Offshore Wind Report 2012) 발표

*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 소개

* 현재 영국 대륙붕을 포함한 관할수역에 건설되거나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총 22개이며, 설비량은 4,218 메가와트(MW)

* 현재 영국 대륙붕을 포함한 관할수역에 개발 계획 단계의 해상풍력단지는 총 29개

이며, 설비량은 4만 2,649MW에서 최대 4만 7,249 메가와트에 달함

- ‘신재생에너지 로드맵’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8 기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계획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극대화될 전망

Crown Estate사는 산업계와 정부간 협력 매개체로 해상풍력에너지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건설 중이거나 승인된 해상풍력계획을 포함해

25기가와트까지 해상풍력시설을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부와 기업은 영국 해상풍력개발자포럼(The Offshore Wind Developers Forum :

OWDF, 영국에너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기업 CEO들의 모임)이

라는 협력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음

중국 : 바다를 통해 세계 2강을 실현하는 중국

○ 중국의 해양전략

- 중국은 1980년대 경제발전과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국가전략을 바꾸면서, 1차적으로 덩샤오핑의 참모인 류화칭(劉華淸) 해군사령원

의 해군이 원해로 나가야 한다는 ‘도련(島線) 전략’ 수립

* 제 1도련은 2010년까지 일본-타이완-필리핀 연계선 방어 전략이고, 제 2도련은

2010년까지 괌-사이판 연계선 방어 전략임

-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 해양 21세기 의정서(1996)’ 발표

*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 해양산업발전 전략안(1998)’ 발표

* 해양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국가 해양산업발전 요강(2008)’ 발표 및 추진

1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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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해양국을 신설하여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모색 

- 해양경제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제시

- 해양관련산업의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 도모

- 2013년 국가해양국 을 해양부 로 승격시키는 부처 설립안 적극 검토

○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 을 공포(2008.2)하고 통합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해양국(SOA) 조직 개편 단행(2008.7)

- 전국인민대회 대표 겸 신회구회성로인의촌(新會區會城路仁義村) 당지부 서기인

종명조는 국가해양위위회 설립을 건의

○ 제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2011∼2015)에 최초로 ’해양발전전략‘을

명시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 승인(2011.3)

- 11․5계획에서 ‘해양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12․5계획에서는 ‘해양경제의

발전 촉진’으로 전환하고 해양전략을 크게 강화

○ 해양과학기술 2050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해양자원이용, 해양 건강성

과 안전 확보, 해양력 강화 추진15)

-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공학, 해양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수자원 등을

전략적 우선 추진대상으로 설정 

○ 해양과학기술 10대 주요 업무 설정을 통한 해양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비 

- 해양조사의 규범화, 해수이용관리 강화 및 활성화 정책 정비 등 

-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해외 해양과학거점기지 구축 

* 열대해양연구를 비롯한 전방위 과학외교 활동 전진기지로 활용

* 인도네시아 공동해양연구센터 설립(‘10) 및 국가연구기지 지정을 통해 미국 등

선진해양강국과의 경쟁 유발

-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 활성화 및 해양과학기술의 국제화 선언 

* 서태평양 대양탐사 등을 통해 국제해역 및 공해에 영향력 행사

○ 중국의 해양관련 최근 동향16)

- 2020년까지 해양위성 8기 발사 계획 추진

15)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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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위성해양응용센터와 유럽기상위성기구(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는 2012년 8월 해양관측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에 서명

* 향후 8기의 위성이 발사되고, 관측 범위가 확장되면 약 30만km2의 해역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 분쟁지역에 대한 더 정밀한 관측 및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 강화

* 2011년 11월 APEC 해양센터 유치에 이어, 올해 5월 APEC 해양기기 검측평가센터

유치에 성공

* APEC 해양센터는 중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APEC 해양협력기관으로 2010년 중국,

미국, 태국, 타이완의 공동 제안으로 설립

* APEC 해양기기 검측·평가센터는 WMO와 IOC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대 글로벌 해양기기 검측·평가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중국 국가해양표준

계량센터 (NCOSM) 내에 설치

○ 중국의 글로벌 해양협력 동향17)

-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 확대와 더불어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본격적

으로 글로벌 해양협력 추진

* 국가 '해양굴기'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해양과학

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 도모

* 글로벌 해양연구거점 확보를 통해 국제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 해양국 및 인접국과의 해양협력 대폭 강화

* 최근 폐막된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에서 중국은 5,300억 원(30억 위안)에 달하는

해양협력기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세안과의 해양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임

-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양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글로벌 해양협력

로드맵을 수립이 요구됨

* 국제해양기구의 적극 유치와 더불어 대외원조기금을 활용한 해양협력사업 확대

* KMI, KIOST 등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연구거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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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잃어버린 20년을 新해양전략을 통해 찾고자 하는 일본

- 해양기본법 제정(‘07.4) 이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 총리) 설치(’07.7)

* 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는 종합해양정책본부에 해양관련 예산 총괄, 해양산업 진흥

등 해양입국 성장기반 구축을 권고(‘10.4)

* 2011년 일본의 해양정책 예산은 총 1조 2,202억엔(약 16조 6,101억원)으로, 2010년

1조 1,636억엔(약 15조 8,396억원)보다 4.9% 증가

- 이에 따라 일본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신성장전략」에 해양이 새로운 

프론티어 분야로 자리매김(’10.6)

* 신성장전략은 7개의 성장분야와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해양을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주요 부문으로 선정

- 국가 해양정책 수립을 통해 해양관련 기술의 균형달성과 해양개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집중 

* 해양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양개발과 해양환경보전·복원의 병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달성 (2011년도 해양관련 예산 1조 2천억엔)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분야에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개발 강화 등을 포함

* 해양 온도차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의 경우 ‘11년도 신규연구로 추진

-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보를 위한 공세적 추진 전략 수립18)

* EEZ 및 대륙붕의 보전·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0)

* EEZ 기점을 보유한 낙도 조사 및 고정밀 해양관측 조사 우선 추진(‘11)

○ 해저광물자원 개발 로드맵 발표19)

- 2020년까지의 해양자원 조사·연구 로드맵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 2012년 8월 20일)

* 2013년부터 자원탐사선 건조에 착수, 2015년까지 건조 완료

* 2016년부터 오키나와 해역, 이즈·오가사와라 해역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서

태평양 해역 등 탐사 예정

18)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과햑기술진흥원(2011), ‘해양과학기술로드맵’

19) ‘해양산업동향’, 제73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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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및 민간 기업에 상업 채굴을

할 수 있는 광상의 정보를 제공

* 2020년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매장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양에너지 개발 활발20)

-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 성과 발표회를 비롯하여 지자체별로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및 발표

* 아와시마섬(粟島) : 파력 에너지와 조류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 계획

- 일본 정부는 해양에너지 이용 촉진 정책을 발표, 2012년에 구체적인 응모 

조건을 공표하고, 2013년 중에 실증 실험 해역을 선정 예정

* 아오모리현과 사가현 등이 실증 실험 해역 유치에 착수

* 홋카이도 지역도 정부의 실험 해역 선정에 대비해 2,500만 엔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 풍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

러시아

○ 지질 지리적 탐사와 연구를 통해 북극해 심해저를 영토화 추진

- 2007년 ‘로마노소프해령’에 러시아 자국국기를 설치하고 영토를 선언

○ 2008년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북극개발 착수

- 북극해 항로 개발 및 선점을 위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북극해에 주요 전략적 자원기지 구축 계획 수립 

- 탄화수소, 해양생물자원 등 수요 충족을 위한 자원공급기지 확대

○ 북방4개 섬 반환문제의 강경화를 통해 국제해양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

호주

○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필요 전력의 20%까지 

충당하는 목표 수립

-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호주 

국립과학산업연구소)는 최근 2050년에 이르면 호주 전력 수요의 11%를 해양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해양산업동향’,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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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 분야별로 최적지를 선정

- 산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에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에 대해

의견을 수렴

- 해양에너지 개발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

○ 통합해양관리 측면에서의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인지

- 통합해양관리 측면에서 해양에너지 개발이 해양환경보호구역(MPA), 해운, 해양

관광, 수산양식, 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안보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개발 

동남아시아 국가들 : 해양경쟁 동참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

○ 대만은 국가 해양정책 가이드라인 (’04.10)을 통해 해양정책 근간을 마련하고,

해양사무정책발전계획 (’05.4)을 통해 기관별 업무분장 수립

-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해양정책 통합조정 기능 및 권한

부여(’12.1 예정)

-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와 美의 해양정책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해양

사무추진소조와 해안순방서를 통합해 설립

○ 베트남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1∼’15)‘에서 해양산업을 신성장 산업의 

중요부문으로 선정

- 투자재원의 약 26% 투입 예정

○ 인도네시아는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장기발전계획(‘05∼‘25)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해양개발․수산부 설립(‘99) 및 해양수산부로 개편(’00)

- 통합해양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위원회 설립(‘07)

○ 필리핀은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사해양위원회(CMOA, ‘07)를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 중

해외 정책동향의 시사점

○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해양정책 수립 및 정책 일관성 유지

- 해양은 국가 및 국민 생존권과 연계된 공익·공공부분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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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CO2 저감 기술 선점

○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 제고

- 기술수준 및 해양환경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

○ 자원탐사 및 해외 해양과학기지 활용 다변화

- 활용 가능한 자원의 개발은 물론 과학외교의 전진기지로 활용

○ 해양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로 인식, 국내외 역량을 강화

○ 해양 및 해양 정책 관련 기구 및 법제도 제정 및 개편

○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국가전략수립 및 해양에너지 개발 

○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해외 해양과학거점기지 구축 및 지속 확보

○ 국가별 해양정책비전 및 해양정책 통합 추진

○ 해양기구 개편을 통한 조직 정비 및 통합 해양관리체제 강화

○ 해양 정책 관련 연구 및 각종 보고서 발간

○ 주요 해양국 및 인접국과의 해양협력 대폭 강화

444 우리나라 해양 행정 강화 전략

우리나라 해양 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한국의 사례

- 기구 통합 시기

* 한국의 해양 관리 체제는 1955∼1961년 수산업무와 해운업무를 관리하였던 해무청

이후 35년만인 1996년도에 통합적인 체계로 변화

* 한국은 거의 모든 해양관리 기구들을 하나의 거대 기관인 해양수산부로 탄생시켰음

* 해운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청, 교통부 수로국 및 기타 다른 기관들을 통합

* 정부는 정부 조직법(Government Organization Act)을 바꾸어 해양수산부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 조사 및 개발,

해양 안전과 심판 등과 같은 기능을 맡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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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해양공간 관리와 매립 정책을 교통부로부터 받았음

* 아울러 해양에서 경찰 기능과 해양 유류 오염을 막는 기능의 해양경찰청을 해양

수산부 산하기구로 두게 하였음

* 새로운 기구로 해양정책 수립과 해양정책 조정 기능 등이 새로이 추가

- 해양수산부의 분할

*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의 주요 기능 중 수산 기능은 농림수산식품부

로 가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의 기능과 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신설되었음

○ 제2차 OK(Ocean Korea) 21 계획

- 제2차 OK 21계획에서 수산관련 계획(어장관리 기본계획, 수산진흥 종합대책,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등)은 제외

*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로 나누어지면서 수산계획 농어촌기본

계획 등으로 들어가게 되어 양 부처간 협의에 따라 제외됨. 따라서 제2차 OK 21의

실효성 등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 있음

해양관리 

요소들
해양수산부 시절 (‘96-‘07) 해양수산부 해체 후(‘08-‘11)

해양정책

(Ocean policy)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모든 해양 
활동 포함

-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모든
해양 활동 포함하여 계획 수립·시행

- 대부분의 하부 해양수산발전 계획
들을 해양수산부가 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수산업 제외
-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수산업
제외하고 계획 수립·시행 

- 하부계획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에 나누어 계획 수립·시행 

조정과 협력

(Coordination & 

cooperation)

- 관련 기관들 중에 협력과 조정 증진
- 갈등 증가
- 특히 해양환경, 해양바이오자원, R&D

정책 등에서 갈등과 충돌 증가 

지지층 형성

(Constituency)

- 지지층이 형성되고 해양의 날을 공동
으로 지키고 여수해양엑스포 등 
공동으로 계획 수립·시행 준비

- 지지층과 기관이 수산업과 해양 쪽으로
나누어지고 감소, 어업인의 별도로 설정

기구 조정

(Institutional 

arrangement)

- 4번째 유형(Type 4)으로서 수산업,

해양산업, 연안관리 등으로 통합 
구성되어 통합해양관리에 긍정적임

- 기존 조직 확장보다 새로운 형태의
해양수산부 창설 형식

- 기능이 다시 분산되어 법, 제도, 계획 
등의 분할과 상호 갈등 증대와 여러 
가지 상충 요인 증대

표 21. 해양수산 분야의 통합 전후 해양관리 내용 비교

자료 : 김성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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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해양 부처의 문제점

- 한국은 정부 구조가 5년 단위 단임 대통령제도라서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서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논리에 따라 정부 구조 조정을 실시함.

따라서 모든 정부 부처는 5년마다 평가 받는 구조임. 그래서 신설되어 역사가

짧은 해양수산부와 같이 부처의 정체성이나 업무의 내용에서 독자적 업무

영역의 설정 논리가 중복되거나 빈약한 경우에는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해양부처의 존재가치를 정치·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고, 인지 할 수 있도록 중

장기 국책 프로젝트나 가시적이고 실용적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신(新)해양행정 강화 전략

○ 新 해양수산부처의 향후 기대 역할

-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 우리나라 국부와 발전의 신원동력을 해양에서 찾고,

해양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해양지향성 제고

* 21세기는 융․복합/Fusion 시대 → 해양은 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개척 대상의

신천지

-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세계열강들의 시류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을 확립하고, 주변국과의 해양력 경쟁에서 우리의 해양 영유권을 확보

- 중국의 나진 훈춘축 중심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극동 남하 정책, 일본의 

서남해역 개발정책 및 유라시아 접근성(TSR, TCR) 강화 등에 대응한 우리

나라 동해권역의 해양력 강화

- 분산되어 있는 해양 고유 업무와 유관업무를 통합한 국가 해양 정책 수행

으로 해양행정의 ⌜규모의 경제⌟ 지향

* 구 해양수산부 시에는 불완전한 해양행정 일원화로 규모의 경제 미달

* 신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해양에

관한 통합행정을 수행함으로써 해양을 통한 국부 창출과 해양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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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부처 해양수산 업무 통합

- 국토해양부의 관련부서 이관

* 물류항만실 및 해양정책국 전체

* 건설수자원정책실 중 수자원정책관 업무 전체

*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 기획단,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추진 기획단,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업무 전체

*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항만청 등 해양수산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부서 이관

*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전체

*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중 수산부문 업무

* 기타 환경부(기상청), 지식경제부(조선업무) 등 관련부처 업무

新 해양수산부에 포함되어야 할 업무

○ 기후・기상 기능(기상청 이관)

- 기상선진국 미국(NOAA)과 호주의 사례 검토

* 기후・기상은 태풍 등 해양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지구의 71%를 차지

하는 해양의 영향이 큼.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처(NOAA)”와 호주 등에 해양과 기상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그들 양자 간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 호주는 CSIRO 산하 해양연구소와 대기연구소 통합(2006), 기후・기상・해양연구의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

- 우리나라 기상관측과 예보기능은 세계7대 강국 수준이나 기상 산업 등이 

취약함

* 우리나라 근해어민의 70%가 일본의 기상예보를 청취한다는 정보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과 예보가 육상위주임을 드러내고 있음

*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기상예보의 수혜자인 동시에 기상 관측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기상 연구와 체계적인 연계 가능

- 세계적인 기상 허브로 부상

* 기상산업(기상장비산업, 기상정보산업, 컨설팅 및 보험 등)의 육성

* 미국, 호주, EU 등 기상선진국 수준의 세계적인 기상허브로 육성, 기상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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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의 통합(지식경제부 소관 기능 이관)

- 일본, 미국 등은 해운과 조선 및 해양플랜트를 상무성 속의 하나의 국실에 

통합, 운영 중  

* 해운과 조선은 서로 수급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해운에 대한 국제 규약은 바로

조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 통합 관리시에 자금의 확보와 상호 융통 유리

- 통합 해운・조선 기능은 기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중 어느 하나에 몰아줄

경우 갈등의 소지가 크고, 최근 조선사업에 있어서 해양플랜트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 해양 수산부 이관이 바람직함

* 해양플랜트는 다양한 기존 기술의 융・복합이 전제되므로 어느 기술전문조직 한

곳에서 다루기 어려움

* 해양플랜트는 해양개발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점에서 해양을 전담하는 신해양수산부

에 두는 것이 효율적임

* 조선(해양플랜트 포함) 업무는 지식경제부의 하나의 계(係)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조직상 손실이 적고,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계속 관장

할 수 있을 것임

○ 해양관광・레져 (문화관광부 및 지식경제부의 소관 기능 이관)

- 해양레포츠는 인프라, 안전관리, 레저활동 지원 등에 부처간 상충과 갈등

* 마리나 건설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다기능 어항 중심)간에 분산

* 수상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레포츠활성화법'

간 상충과 중복

* 체육시설설치법에 명시된 요트장업과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 및 수상레저

교육사업의 중복, 사업자의 혼란 초래

* 레저보트 및 요트장비 제작은 지식경제부 관장

- 해양레포츠의 One Stop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크루즈항, 마리나 등 항만인프라와 수상안전인프라 주관부처 중심의 해양레포츠

행정 One Stop 서비스 체계 구축

* 수상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조직 체계화

*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련 조직 체계화

* 해양체육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관련부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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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통합관리(행정안전부 소관 기능 이관 필요)

- 무인도(2,700여개)는 국토해양부, 유인도(463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으나, 도서는 친수공간-유인도-무인도-선박편-모항의 통합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동일한 주무 부처의 관장 하에 두고 관계부처의 관련 사업은 주무부서의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함

- 유인도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연륙이 된 섬은 행정안전부의 관장 하에 두어도 무방

- 일본의 “이도(離島)진흥센터” 같은 재단법인을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 중앙

정부와 지방재정에서 예산지원 검토

○ 어촌지도 기능의 환원 및 강화(현 지자체 →해양수산부로 환원)

- 어촌지도기능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양식기술, 어업기술 등을 어촌에

전파하는 기능임(중앙정부의 수산정책도 전파)

- 구 해양수산부 폐지후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지도기능은 중단된 

상태임 (2009년 30개 지도소, 311명, 지자체로 이관)

신(新)해양행정 강화 전략 방안

○ 어촌지도 기능의 환원 및 강화(현 지자체 →해양수산부로 환원)

- 이를 위해 새로운 신설 부처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위원회 등은 해양수산

발전기본법 등에 명시하되 강력한 조정 능력이 있도록 대통령 산하 위원회

정도로 격상하고 20년 등 장기 운영이 가능한 조치들이 있어야 정부 부처가

없어져도 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임

- 위원회까지 만들 경우 부처의 수립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어 해양 핵심 

기능과 새로운 필수 기능 등을 발굴하는 등으로 부처 신설 계획을 수립하

여 부처를 만들고 조정 기능을 갖는 해양위원회는 2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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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결론 및 건의사항

111 해양산업, 과학기술 및 행정의 문제점 요약

우리나라의 Ocean Governance

○ 우리나라 Ocean Governance의 역사

- 1948년 8월 :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교통부가 1실 6국 29과(199명) 출범

* 교통부 내 해운국에서 해운업무 담당

- 1955년 2월 : 해무청이 신설되면서 상광부의 수산업무와 교육부의 해운업무

를 통합 담당

- 1961년 10월 : 교통부 부서신설 및 통합으로 해운국, 지방항만 관리국, 지방

해운국, 항로표지기지창 등이 교통부 내 설치. 수산업무는 농림부로 이관

- 1976년 3월 : 교통부 해운국이 폐지되고, 외청으로 항만청이 신설되면서 항만

업무의 중추적 역할 담당

- 1994년 12월 건설부와 교통부가 하나로 통합된 건설교통부의 출범으로 교통

및 물류 문제의 효율적 대처 가능

- 1996년 1월 :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해양수산업무의 통합적 운영 관리,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두어 해양수산업무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 수행

- 2008년 2월 : 국토해양부 출범으로 국토해양자원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 결합 및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ㆍ항만 및 해양환경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를 통합

해양행정의 분산 및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

○ 바다 관련 행정이 여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산업자들의 불편 초래

및 시너지효과 미흡

- 주관부처가 공룡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해양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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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별 주 요 기 능

국토해양부
해운, 항만, 선원, 해상교통안전, 해양환경 및 자원, 어선 검사, 해양관광
(크루즈), 무인도서 관리 등

농수산

식품부
수산, 어로지도, 수산물검역 검사, 수산 연구 등

지식경제부 조선 및 해양플랜트 외교통상부 해양영토

교육과학

기술부
해양관련 교육 및 국책 연구 문화관광부

해양관광
(크루즈관광 제외)

환경부
기후 및 대기
(주로 대기오염 관리)

해양경찰청 해상안전, 오염방재 등

행정안전부 도서(유인도) 기상청 기상예보

표 22. 부처별 담당하고 있는 해양 관련 업무

○ 해양관련 부처 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책 

- 국토해양부에 허가권이 있는 바다골재 채취,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등은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08.8) 등

- 국토해양부 업무인 해양환경 정책과 해양개발 정책은 수산업과 불가분의 

정책임

* 농수산식품부 → 어장환경 개선사업(양식장, 구획어장 및 어항)

* 국토해양부 →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항만 및 일반해역)

- 어선선원 활용은 농수산식품부, 육성관리 정책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

- 허베이스피리트호 침몰로 인한 유류 피해 발생 시 해운과 수산간 이해관계 

대립(농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 현재 해양의 제반 문제는 해양정책을 총괄할 기구의 부재 탓

○ 국토해양부 내에서의 해양관련 문제점 

- 과도한 조직에서의 상대적 홀대

* 해양관련 부서 : 너무 조직이 방대하여 해양부서의 위상 약화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 총 32개 중 해양관련 10개

*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452개 중 해양관련 단체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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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련 부서장의 전문성 부족

* 해양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국장 및 과장급 부서장이 해양행정과 법규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한 해양관련 행정 비효율 발생

* 일례로, 국제수로기구(IMO), 국제해사기구(IMO),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등 국제업무

수행에 있어 상대국 대표는 해양분야 경력 30-40년 정도의 베테랑이 나오는데 비해

한국은 처음 해양업무를 접하는 부서장이 대표를 맡아 국제 협상 주도권 약화 우려

○ 우리나라 수산업의 과제

- 지속적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신성장기업으로 육성 시급

* 육상기인 오염 심화와 매립간척, 수산업의 자체 오염 등으로 어장 환경 악화

* 대부분 어종이 남획으로 인해 고갈 추세 직면

※ 구 해양수산부 창설 이후 자율관리어업제도 도입(1998)으로 회복상태에 있음

* 수산바이오산업과 신성장 기업으로 육성

- 해양영토 확보와 어업자원 확보․ 관리 강화

* 대부분의 국가가 EEZ 선포로 공해수역은 25%로 축소

* 한 중 일 3국간의 EEZ 경계획정이 연안수역에서의 수산자원 확보 관리의 가장 큰 과제

* 서해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강화 및 해양경찰의 기능 강화

222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영향력 확보를 위한 노력

○ 한국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21)

-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사기구, 국제수로기구,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등

과 같은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에 대해 관심 제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다자간 협약체 형식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기구가 선점 하고자 하는

국제기준과 원칙, 규범과 규칙 등을 한국이 먼저 선점하도록 노력

* 이사국으로써 또는 분담금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조치로서 한국의 활동력과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요구

21) 강량(2009), ‘국제해양문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영향력 확보 전략 ’, 독도연구저널.제8호,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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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련 국제사회 네트워크 강화 필요

* 다차원 협상외교 (Multi Track Diplomacy)를 통한 관련국가들 과의 전략적 신뢰구축

관계 형성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협상전문가들의 개인적 역량 제고가 요구됨

- 국내적으로는 해양관련 과학, 기술,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지공동체 

(Epistemic Communities)들의 해양관련 국제기구별 역량 강화를 위한 철저한

단계별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 해양에 대한 시민사회 내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과학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확대 및 저변확대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s)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 해양 관련 정책들이 어떤 확실한 긍정적인 효과 (Positive Policy Effects)를 

국민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하고 이것이 국민의 지

지도나 미디어를 통해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선순환적 효과로 각인

되어져야 함

해양영토 및 해양 안보 관점에서 본 해양 거버넌스의 중요성

○ 해양 영토 관련 국제적 이슈

-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해양영토 관련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대두

- Rio+20 회의가 해양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자체가 거버넌스에 연관이 되어 차기 정부에 현실화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

○ 해양영토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의 담당 부처

- 해양영토와 관련해서 과거 해양수산부 자체가 해양 영토의 주무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음. 이는 해양 영토가 외교/국방/안보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임.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해양 영토 관련한 주무 부처였음

- 최근 해양영토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양

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부분임. 외교부와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을 보이고 있어 부처간 해양영토에 대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임



 PartⅢ RIO+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우리의 대책

163

- 주변 국가들(중국과 일본)은 해양영토 관련해서 다양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해양해상보안청을 제 2의 해군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 중

* 중국과도 해양영토 관련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쟁점들이 산재해 있음

-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해양영토와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고, 이런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에서 담당 부서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담당 주무부처가 없다는 것이 영토 분쟁에 있어 원인을 초래하는 것임

○ 해양영토와 관련된 대응 현황 및 제의

- 해양영토 관련해서 관리 정식 대응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집행 대응은 

해양경찰이 함으로써, 기획과 집행이 어긋나고 있음

* 해상 경비, 해상치안, 구조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예선, 도선 관리,

선원교육, 해로 및 수로 제작, 항로 관리, 해상교통 관련된 예방적 성격의 기능은

국토해양부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조정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될 것임

- 해양경찰청 실질 업무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해안심판원 등 모두 6개 기관

에서 분산 관장되고 있어 역기능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

- 여러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의 발전/확대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청의 기능 및 일원화가 필요

국가 해양 Governance 체계 구축

○ 과거 정부주도형 해양행정체제에서 해양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

- 산관학연이 공동 협력하여 '국가 해양 거버넌스 체계 (National Ocean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

○ 차기 정부 해양국정과제 제안

- 해양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정과제 추가 

- 국가 해양 거버넌스 체계구축

- 글로벌 수산 강국 구현

- 해양산업 인력 및 고급과학기술 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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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요트대회 등의 성과를 매개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고도화  

- 항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도시 발전

- 연안도서민,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생태계 보전

- 해양수산 자원과 해양에너지 확보 및 관리(남극, 북극해 진출 포함)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

-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해양과학기술 방향 제언22)

○ 해양과학기술의 국가차원의 전략적 연구,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공공기반 연구,

해양 산업화 관련 연구 수행 절실

○ 해양수산분야

- 어획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해양목장화 기술개발 추진

* 양식 어업의 정체와 원양어업의 어획량 지속적인 감소 추세

- 고부가가치 수산 기능성식품 개발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

○ 해양안전 분야

- 해양안전정보시스템 등의 범국가적 해양재난안전관리 체제 마련 필요

* 상선과 여객선 등의 비어선 사고율 증가

-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로 해양안전 분야의 경쟁력

향상 추구

* 사고선박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사후처리 대처능력 미흡

○ 해양환경 분야

- 해양 생태계 보존 관련 기술력 강화 및 지속적 개발 육성 필요

* 해양환경 보존 및 복원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지속적 증가 추세

- 유류오염관련 초기 방제 기술. 유류 흡착 기술 등 해양오염 방제 기술 개발

필요

2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8), ‘국내외 해양과학기술 동향분석 및 기술개발 방향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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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자원 분야

- 해양 광물자원 확보 및 개발에 관련한 기반기술의 지속적 추진 및 신기술 

개발 필요

- 에너지 자립도 추구를 위한 조력, 조류 등의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육성 추진 필요

*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한국형 실용화 기술 개발 가능

○ 항만물류 분야

- IT 발달, 선박 대형화 등에 따른 첨단 항만기술과 에너지절약형 기술 개발 요구

* 세계적으로 선사 간․항만간 경쟁 치열과 고유가 증가 추세

-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육성을 통해 세계중심의 물류

항만 거점 형성

* 자유무역 확대 및 BRICs 성장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

- 전통 해양산업의 구조 개선과 신해양산업의 도래를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필요

- 세계는 신해양산업의 도래와 기존 산업의 개편을 위하여 연구 개발 투자에 

심혈을 쏟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수준

* 기술투자 예산비율의 경우 미국의 8%, 일본의 1/3에 불과

-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해양부문의 신산업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야

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공립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 공공기관의

협업 방식이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양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의 ‘혁신전략 보고서(Technological Innovation Needs Assessment)’ 는

우리나라가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R&D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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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해양분야의 대응방안23)

○ 해양환경 정책 부문 

-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녹색 성장 등 대처 방안 수립 추진 필요

*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응하여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녹색

성장 방안 마련

* 친환경 해양산업의 육성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재해 빈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연안 관리 체제 도입

- 외부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해양 산업 체제 개편 및 신해양산업 창출

* 기존 해양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

* 첨단 기술 도입, 부가가치 제고 등 산업 고도화

* 해양바이오 산업, 해양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해양산업의 도입과 육성

- 기후변화가 해양분야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노력은 부족

* 한반도는 40년간 해수온도 0.9℃, 해수면은 최대 5.8mm/년 상승하는 등 전세계

평균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편

* 수온상승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 대형 해파리, 대형 가오리, 보라문어 등 열대성

어류가 출현하는 등 어장환경의 변화 뚜렷

- 해양 변화에 대한 조사․관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적응(adaptation) 및 완화(mitigation) 전략 마련 필요

-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아울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증가 등에 대비 새로운 연안관리 접근 방안

마련 필요

향후 해양과학기술 환경변화 및 국제협력 대응

○ UNEP 기능 강화  

- 환경분야에서의 UNEP의 영향력

* UN에서 추진하는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혹은 협력활동의 contents를 UNEP에서 많이 지원

23)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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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특히 해양 관련 UN 및 많은 국제기구 보고서 작성 시 UNEP 적극적 개입,

영향력 확대 추구 (예)Regular Process)

* 일본: UNEP 자발적 지원금의 상당부분 지원, UNEP에 대한 영향력 큼

- 우리나라와 UNEP과의 협력

* 현재 NOWPAP, COBSEA, PEMSEA를 통해 UNEP과 협력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UNEP의 권한이 점차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양분야의 중요성 증대

- 해양분야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식량 부족, 생태계 파괴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부각됨

*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해양을 통한 영향력 확대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예) GPO)

* 유엔 차원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 평가 수행을 통한 국가 해양관리 및 국제협력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규범 강화 (예) Regular Process)

- 한계점

* 경제, 사회 분야에 비해 중요성 및 우선순위가 밀림

* 해양 영유권 및 해양자원 확보 등 문제로 국제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예) 열수광상, CBD)

○ 대응전략

- 유엔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에 적극적 국익 대변 및 개도국으로 기여 참여

- UNEP과의 협력활동 강화 및 성과 도출 필요

- 해양관측 자료 뿐 아니라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연구분야로 확대 필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대응 분야의 확대를 기회로 과학자 연구영역 및 역량

기회로 삼음

-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래침입종, 선박평형수에 대한 연구 확대 및 대응기술 개발 필요

- 육지기원 해양오염 및 해양쓰레기 감축 활동 지속

-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위한 개도국 역량 배양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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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ODA 시행에 해양 에너지 등 해양 분야 참여 필요

- 해양생물다양성 및 MPA 등 선진국의 입장 지지

- DOALOS, FAO, IOC, UNEP, WB, IM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및 공조 활동 필요 

- 지구환경전망, Regular Process 등 유엔 혹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전지구적 보고서 작성에 국익을 고려한 자료 제공 및 시의 적절한 개입 필요

해양산업의 정책제언

○ 해양산업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그림 14. 해양산업 전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해양국토 종합개발계획 수립

- 해안권 U자형 개발 + 해역별 해양경제권 개발 => 육역과 해역의 성장 동력화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기구 등 인프라 구축

-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법(안), 물류산업발전법(안) 등 제정

- 관광진흥법, 마리나법 등 개정

- 신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 연안선박투자펀드, 해양플랜트 펀드, 물류기업 해외진출기금 등 펀드/기금 조성



 PartⅢ RIO+20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우리의 대책

169

- 해양과학기술 R&D 예산 확충 

- 해양산업 전담기관 설립

- 정부조직 내 해양산업 전담 조직 설치

- 선박금융기관, 글로벌 물류전담기구, 수산사업권거래소, 해양플랜트진흥원 

등 분야별 전담기구 설치

-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 해양정책,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산업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 해양서비스 인력(해양관광/레저, 해양플랜트 운영, 국제물류) 교육 양성 체계 구축

문제점 평 가 조정안 경제학적 수단 정보/ 자발성

남 획

어획노력감소
부수어획감소기술,
해양보호구역,
양식업

총허용어획량(TAC),
그물코 규제,
금어구역 설정,
Days at seas(DAS)

share-based fisheries,
어선 인센티브 감소,
양식업에 대한 
인센티브,
어획/어획노력에 
세금부과

수산물에 Eco-label,
인식의 증가

육상

기반활동에

 의한 오염

폐수처리,
쓰레기 처리/처분,
비점원오염통제,
생산과정의 개선,
자원효율성 개선,
농업투입량 감소

배출기준,
쓰레기 투기 금지,
기술적 기준,
농업에 대한 규제

배출과 제품에 대한
세금/벌금 부과,
양도가능성,
배출허용,
보조금,
책임 시스템

품질에 대한 정보,
Eco-label,
환경감시,
자발적 합의/계약

해양투기
쓰레기 처리 설비
청소

금지
환경보장시스템,
책임 시스템

환경감시

기름유출

(사고와 고의)

사고위험의 감소,
대청소,
회복,
유류 처리 설비

유조선의 안전성 요구 
(double hull tankers)
항해로의 지정,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계 증가

환경보장채권시스템,
책임 시스템

안전한 선박항해에 
대한 정보 제공

연안생태계 

파괴

해양과 연안 
공원공공 제공,
회복,
보호,
점유/ 이용 감소

자원의 제한적 
접근,
연안지역관리계획,
Zoning

양도가능한 개발권,
방문/다이빙
요금,
관광세금

관광/행락지에 
대한 Eco-label

연안개발
연안보호작업 회복,
연안지역에 대한 
육상이용계획

Zoning,
자원의 제한적 
접근

자원추출에
대한 세금

기후변화

GHG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재생가능 에너지,
재처리,
보호

배출기준,
기술적 기준

탄소 세금,
배출권거래감소목표,
에너지 절약 
장비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Eco-label

표 23.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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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계획지정
- 금지
- 구획과 지정/허가

면허/허가제한

오염저감
- 토지이용의 특정제한
- 대기순환 수준기준

계약제도

취득/관리
구입

공익단체/복지단체/

National Trust Movement

리스/관리승인 관리계약 세금면제

인센티브와

사용료

보존관리보조금
- 환경민감지역;관리승인
- 습지보상/보전실시

습지개발비/

자연신탁기금

보존관리면세혜택
- 토지에 대한 
- 투입물에 대한

입어료/

해수욕장비

습지손실완화요금 환경보전협력금 보조금제폐지

사용자요금 입장료/면허제

개발활동보조금폐지 농업/도로건설/오락시설/산림

표 24.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해양 여건 변화 및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해양관광

- 여건 변화

* 2010년 마리나항만 관리법 제정, 45개 마리나 개발 확정 및 추진

* 2011년 낚시관리법 제정, 운영 중(수산 분야)

* 전국항만계획: 크루즈전용 8개 선석 확보

* 전국 11개 갯벌관리센터 등 연안생태 관광지 개발

* 전국 등대관광지 조성 및 소개(해사안전국)

* 경인운하, 4대강 완공, 연안 미등록지 관광 활용 등으로 해양레포츠 인프라 증대

* 해양관광 산업이 신산업으로 부상 중

-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해양관광산업 진흥 조직 필요(과 혹은 국 단위)

○ 국제 협력

- 여건 변화

* 원양어업: 기존

* 극지: 특히 북극해 협력 부상

* 유엔: Ocean Compact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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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역내 해양환경 협력: PEMSEA, NOWPAP, YSLME, COBSEA, UN Regular Process,

IOC, CBD 및 나고야 의정서, 기후변화 관련 등 국제 업무 폭주로 일원화 하여

협력 촉진 필요

* 기상이 들어오면 기상관련 국제협력도 필요

* 과거 원양 위주의 국제협력에서 다양한 해양관련 국제협력 조직 필요

○ 도서 관련

- 여건 변화

* 무인도서관리법(2008)에 의해 무인도서 2,800여개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 또한 도서종합계획 상 국토해양부가 시군 유인도서 투자사업 중 일부 담당(유인

도서는 400여개 정도로 계속 축소되고 있음)

-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전체 숫자로 보아 무인도서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유인도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따라서 이를 이관 받아 도서의 일원적 관리 필요

* 도서관리 조직 정도 업무로 일원화 필요

○ 수산업

-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해양 영토 관리 및 환경시스템 기반 구축

* 해양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레저활동 여건과 기반 조성

* 해양자원 확보 및 어업/수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운/항만 물류 산업 육성

○ EEZ 관리 등 일원화

- 여건 변화

* EEZ에서의 관측, 조사, 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나 연안 석유·가스 개발, 해양플랜트

및 해양풍력 개발은 지경부 소관, CCS 등은 부처 공동(해양 CCS만 국토해양부 소관임)

- 해양 거버넌스 대응 방향

* 차제 EEZ 관리 및 석유·가스자원 개발전체를 해양관리 부처로 이관하고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제조도 해양산업 일원화 차원에서 통합하여 이관 필요

* 해양 R&D(국토해양부) 및 수산 R&D(농림수산식품부)의 유사업무를 일원화

* 해양영토관리 조직(연안공간관리, 간척매립, EEZ 관리·개발 및 해양 CCS 등 사업

관리 총괄), 해양신산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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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풍력, 해양레저선, 해양기장비, 위그선, 해양생물산업 등 신산업

진흥·홍보·기술 R&D개발·제조 행정 등 총괄)

국가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의 기대효과

○ 통합적 해양행정에 대한 기대효과

-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되었던 ‘해양’을 국무회의 정책 안건으로 부각, 대형 

중장기 국책사업을 추진

-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을 내부화하여 효과적으로 조정

- 해양환경/영토/산업 관련 제도 기반 마련 및 해양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해양 거버넌스 및 해양행정의 통합에 따른 국가적 기대효과

- 수출입 지원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수출입 핵심 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해양/수산을 통한 자원 확보

* 어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국가운영

* 국민 생활 기반의 안정성 확보

- 해양 영토 및 주권의 확보

* 육상대비 3∼4배의 광활한 영해 확보

* 영해의 모든 자원 관리의 안정성

- 해양/수산 R&D 지속개발을 통한 무한발전 가능성

*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

* 신성장 산업의 개발

- 해상 관광산업의 발전

* 다양한 해상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

- 해양/수산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선진국 및 동북아 각국의 해양력 강화에 대비

*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

- 해양/수산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한 성장의 지속성 유지

*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적인 해양산업의 강화 기능

* 국가성장의 인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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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정부부처의 부활로 국정운영의 효율성 추구

* 다양한 부처에 산재 정책의 집중화로 정책운영 효율성 추구

* 작고 강한 정부 실현 가능

- 임해 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

* 해양정책의 강화는 임해 지방도시의 성장 동력 강화

* 수도권과의 격차해소 가능

- 국가 정책의 글로벌화

* 해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책의 지속추진 가능

* 해양국가가 세계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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