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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임무1

해양 안전·운송
기술 개발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이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보전
기술 개발

임 무

비 전
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

추진전략

○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형 연구와 대형 융․복합, 기초․

원천 기술연구에 연구역량 결집

○ 기관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 혁신

○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위상에걸맞는연구인프라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 및 산업계․학계 등 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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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석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은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도출, 해

양기인 자연재해 저감기술 개발, 연안환경 보호 등 해양생태계 

연구, 해양생명공학기술연구, 청정대체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첨단 해양장비개발 등에 주력

○ 우리나라는 2000년「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4년「MT 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 해양생태계 관리․보전

기술, 신소재 개발 및 유전자 자원개발, 조류․조력에너지 개발,

해양광물자원 개발, 첨단선박 및 해양구조물 개발, 심해 잠수정 

개발 등 탐사장비 개발에 역점

해양과학기술의 미래상
○ 해양과학기술로 지구환경변화 대응책 제시

○ 청정에너지 및 해양자원 개발로 자원부국 실현 및 녹색성장

○ 해양공간자원 확보를 통한 새로운 산업 및 생활공간 창출

환경분석의 시사점

□ 선진국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분야와 연계한 비교우위 기술개발에 역점

□ 지구환경변화 문제 등 국가 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대형 연구사업 육성

□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술공급기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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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역량 분석3

대표적 연구성과
○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확보

- 1MW급 조류발전(울돌목)

- 25만kW급 조력발전(시화호, 가로림만, 인천만)

○ 해양생물 소재뱅크 구축을 통한 해양바이오 기반확보

- 3,800주의 해양미생물, 100여종의 해조류, 50종의 해양동물

○ 국가종합해양관측망 구축

- 이어도, 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으로 태풍상륙 10시간 전

부터 실시간 해양․기상자료 제공

SWOT 분석결과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이 국가 핵심 아젠다로 부상

○ 미래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선행적 확보를 위한 장기 안정적 투자 부족

○ 대형 연구과제 발굴․지원체제 미흡

○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성과확산 체계 미흡

SWOT 분석의 시사점
□ 기본연구사업 등 가용재원의 선택적 집중과 정책․연구기획 강화를 통한 NAP,

대형․융복합, 기초․원천 대형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육성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사제도 도입

□ 연구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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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전략목표와 전략과제4
항  목 과  제  명 구 분 재 원

 전략목표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전략과제 1-1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2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3 해양환경 관리·보전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4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목표 2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전략과제 2-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대형융복합 주요+국가R&D

전략과제 2-2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개발 대형융복합 국가R&D

전략과제 2-3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2-4 해양생명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목표 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과제 3-1 첨단 항만 및 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과제 3-2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대형융복합 국가R&D

전략과제 3-3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대형융복합 국가R&D

전략과제 3-4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대형융복합 주요+국가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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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전략목표별 자원투입전략5

전략목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예  산 (단위 : 억원)

전략목표 1
97 99 111 103 121 112 132 122 143 131 154 142

196 214 233 254 274 296

전략목표 2
57 199 59 223 63 244 56 266 59 285 63 306

256 282 307 322 344 369

전략목표 3
15 42 16 54 17 95 18 102 19 109 21 117

57 70 112 120 128 138

합계
169 340 186 380 201 451 206 490 221 525 238 565

509 566 652 696 746 803

전략과제비율 44.6% 46.0% 50.4% 51.1% 52.0% 53.6%

인  력 (단위 : 명)

 전략목표 1 89 98 102 104 106 109

 전략목표 2 91 102 103 104 105 108

 전략목표 3 25 31 32 33 33 34

합 계 205 231 237 241 244 251

주: 전략과제비율은 전략과제연구비/총연구비
인력 및 예산은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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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전략목표 달성 수준6

2009년 2014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 기후변화 예측연구 착수

○ 연안재해 모델 개발

○ 해양환경 정보 DB구축

○ 기후변화 예측 초기모델 개발

○연안재해모델의현장적용

○ 해양환경 관리․보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
자원 개발

○ 해양에너지 자원 실용화

○ 광물자원 상용화 시스템 구축

○ 열대해양생물자원 확보 착수

○ 해양에너지 자원 상용화

○ 광물자원 상용화

○ 열대해양생명자원 확보 활성화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 인공섬 기획연구 완료

○ 6000m급 무인 잠수정 시범운행

○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기술 개념연구 수행

○ 인공섬 실용화 연구 수행

○ 6000m급 무인 잠수정 기술 상용화

○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기술 IMO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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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특징적 취약점 개선방안7

 구 분 세부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추진기간
(완료시기)

1.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연구집단
육성 필요

① 우수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 마련

○ 고급과학두뇌 유출방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2009년 ~ 
계속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확보

○ 우수연구집단성과가
국가연구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및 예산 확보
노력

2009년 ~
계속

2.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① 기술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
센싱기능 강화

○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수행

수행중

② 획득정보
환류체계 정립
및 선순환 구조
확립

○ 성과확산 전담부서에서
수요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후
연구부문으로 정보전달하는
환류프로세스 체계화

2009년 ~
계속

3. 연구성과의
공공성 및
경제성 분석

① 기술분석 체계
구축

○ 특허 및 논문지도 등 기술분석
수행을 위한 지원강화로
비교우위 및 신규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

수행중

② 종료과제의
지속적 추적관리

○ 논문과 특허 등 재분석을
통한기술이전 성과 제고

수행중





1  예산현황

2  인력현황

3  연구사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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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현 황

1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09년도 예산 구   분 ‘09년도 예산

Ⅰ. 정부출연금
1. 기본사업비
가. 인건비
나. 경상운영비
2. 주요사업비
가. 기관목적사업
나. 창의사업
3. 시설비
4. 차입금상환

39,433
15,500
11,814
3,686
17,517
15,022
2,495
5,284
1,132

Ⅰ. 인 건 비
1. 연구인력인건비
2. 지원인력인건비
3. 퇴직급여충당금

30,466
22,863
5,388
2,215

Ⅱ. 연구사업비
1. 기관고유사업비
2. 정부수탁연구사업비
3. 민간수탁연구사업비

76,906
17,517
51,950
7,439

Ⅱ. 자체수입
1. 정부수탁연구수입
가. 직접비
나. O/H
2. 민간수탁연구수입
가. 직접비
나. O/H
3. 기술료
4. 기타
가. 이자수입
나. 잡수입 등

85,947
70,500
51,950
18,550
10,500
7,439
3,061
500
4,447
2,300
2,147

Ⅲ. 경상운영비 10,580

Ⅴ. 시 설 비
1.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2. 기반에너지 공급시설
구축사업

3.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5,284
1,494
2,290
1,500

Ⅴ. 차입금 상환 1,132

Ⅵ. 기 타 1,012
512
500

계 125,380 계 1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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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단위 : 명, ‘09년 기준)

계 임  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435 2 249 111 73

※ 기술직의 경우 연구선 승무원 32명 포함

3   연구사업 구성
(단위 : 백만원, 09년도 기준)

구 분 사  업  명 예산 구성비 비고

주요사업

․기관목적사업(기관고유사업) 16,790

27.7

․기관목적사업(창의연구사업) 5,295

․ 태평양환경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2,250

․항만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1,000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1,000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1,000 신규
․열대 태평양기지 운영 및 기본연구활동 지원 1,500 신규
․남해연구소 및 연구조사선 운영 4,182 신규

소 계 33,017

특수사업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1,494

4.4

계속
․기반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2,290 계속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1,500 신규

소 계 5,284

정부

수탁사업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 45,500

59.1

계속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9,000 〃

․기타 정부수탁사업 16,000 〃

소 계 70,500

민간

수탁사업

․산업계 수탁사업 10,500
8.8

계속

소 계 10,500

기 타 ․차입금 상환 등 6,079

합 계 125,380 100%



1  성과 및 진단

2  환경 분석

3  핵심역량 분석

4  미션, 비전 및 추진전략

5  중기전략목표

6  정량적 목표

7  목표달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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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기전략 계획 및 목표

1   성과 및 진단

구  분 성   과 진   단

연구

- 극한환경 유전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DNA 중합효소 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 조류, 조력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 심해무선통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CDMA 기반의
양방향 수중음향 통신구현

- 5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
건조로 대양연구능력 강화

- 동해, 남해, 대전 분원간의 기능
재조정으로 연구시너지 효과
극대화

-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등
관할해역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통한 해양정보의 신속적 제공

예산 및 
재원구조

- ‘06년 116,436백만원 → ’09년
125,380백만원으로 증가

- ‘06년 정부출연금과 정부수탁
비중이 28.9%와 58.8% → ’09년
31.5%와 56.2%로 정부출연금
비중 증가

-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09년 31.5% → ’14년
45.2%)로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
필요

인력

- ‘06년 연구직 228명, 기술직
47명, 행정직 45명, 기능직 91명

- ’09년 기능직을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직
249명, 기술직 111명, 행정직
73명 보유

- 행정직·기술직의 인력고령화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 기장비제작 기능을 위해 기술직
충원

- 대형연구선·시추선 운영인력
보강

인프라

- 동해연구소 개소

- 해양안전방제연구 실험동 완공

- 저소음 대형캐비테이션터널
완공

- 위성연구센터 설립

-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완공

- 연구원 부산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설

- 해양대기연구용 항공기 확보

-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 KORDI-Lab 등 국내외
연구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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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석

1 국내외 관련기술 및 정책 동향

1) 국외동향

가. 미 국

○ 해양정책의 변화

- 2004년 국제적 역할 증대, 연안환경 개선 등을 강조한 새로운 국

가 해양정책 ‘21세기 해양 청사진’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해양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한 ‘미국해양과학의 방향 설정’을 발표

w 연안 생태계 반응 예측

w 기후변화 관련 자오면 순환

  변동 평가

w 연구선 및 해양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2004)

국제적 역할 증대, 해양 이해의 
진보, 연안환경개선 등을 강조

w 연안지역의 경제성장과 

  자원보존

w 해양 및 연안수질 개선

w 해양자원 이용 및 보호

w 해양의 이해 및 국제협력

w 해양의 가치와 생명력 증진

Charting the Course for Ocean 
Science in the US for the next 

decade (2007)
미국 해양연구 우선순위 설정

○전략적 연구분야

- 해양방위기술, 심해잠수정 및 첨단 해양연구선단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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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

○ 해양정책의 변화

- 유럽연합은 2006년에『 Navigating of the Future Ⅲ』를 수립하여  

연안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통합관리를 최우선 해양연구과

제로 설정

w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확보

w 기후변화(해양-대기순환, 지

구온난화)

w 연안역 및 대륙붕 관리

w 해양생명공학기술 및 생태

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

w 심해 등 뉴 프런티어 연구

w 조선 및 해운물류산업 확대

w 관측, 모니터링, 예측시스템 개발

w 연구선, 위성, 해양장비, 네

트 워크, 자료센터 등 연구

인프라 구축

Navigating of the Future II 
(2003)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중심의 유럽통합 해양연구

w 연안역 관리, 해양 생태계 모

니터링, 종 다양성

w 기후변화, 자연재해, 열염 및 

이산화탄소 순환, 지구온난화

w 신물질 추출, 신의약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w 심해 생물권 탐사, 열수광상 

분출지역 등 미지의 해양연구

w 센서, 로봇 및 차세대 관측

  시스템 개발

Navigating of the Future Ⅲ 
(2006)

연안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통합관리

○전략적 연구분야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자원이용, 심해/환경 등 뉴프론티어 개

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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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본

○ 해양정책의 변화

- 일본은 해양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

정하였으며,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해양정책을 

통합적 운영

- 동 기본법에 의거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해 

‘해양기본계획’이 2008년 발표되었으며, 동 계획에는 해양정책의 

기본방침, 중점추진정책, 추진시 필요 사항 등이 규정

w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추진

w 해양환경 보전

w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 추진

w 해상수송 및 해양안전 확보

w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추진

w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w 연안역 종합관리

w 국제협력 추진

w 국민이해 증진 및 인재육성

장기적 전망의 일본 해양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2003)
지진, 태풍 등 해양기인성 

자연재해방재 및 자원 개발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w 지구환경 문제, 지각이동, 해저

지진·태풍 등 해양자연재해 저

감기술

w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 해양환

경 복원

w 해양생명공학기술 연구

w 심해시추선과 자율무인잠수정개발

w 태평양 도서국과의 국제적 협력

해양기본계획(2008)
해양안전, 관할권 확보, 지구적 위협 
대비분야에 전략적 우선순위 부여

○전략적 연구분야

- 생물다양성 확보, 연안역 종합관리, 배타적 경제수역 조사 및 대륙붕 

연장을 위한 연구, 에너지․광물자원개발, 해양안전, 국제해상수송로 

확보, 해양기인 자연재해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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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 국

○ 해양정책의 변화

- 2005년 제11차 5개년 (2006 ~ 2010) 계획에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

성, 해양생물자원 이용 등 국가 해양과학기술 정책의 7대 중점 연

구분야 선정

- 과교흥국(科敎興國)과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글로벌 해양문제 해결 등을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w 서태평양 환류 변동과 기후변화

w 연근해의 변화 및 대양연구

w 하구의 생태 변화와 환경효과

w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w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초연구

w 심해저 탐사와 심해저 생물 연구

w해양물리․지질․화학 및 지구

물리․해양 생물학 등 분야의 

종합 연구

중국의 제10차 5개년계획
(2001 ~2005)

 해양 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증진

w 배타적 경제수역내 해양환경 ․
자원조사

w 기후변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w 갯벌변화 연구 및 습지 복원 ․
보전

w 군사해양학 연구

w 심해대양 및 남극해 에너지/생

물자원연구

중국의 제11차 5개년계획
(2006 ~2010)

해양환경 변화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심해연구에 중점

○전략적 연구분야

- 심해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자원개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관리, 기후변화, 해양환경의 입체적 관측기술, 해양생태

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연안역 관리, 위성해양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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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2004)」,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2005)」,

「미래국가해양전략(2006)」 수립을 통해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해

양력을 세계 5위(OCEAN G5) 수준으로 견인’ 한다는 비전 설정

○ 2007년 수립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의 국가중점

육성기술로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

전․관리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해양광물자원 

개발 기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해양생명공학 이용기술, 기후

변화 예측 및 환경변화 대응기술이 선정

○ 2008년 발표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육성

기술로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중점육성후보

기술에는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해양탐

사 개발기술 등이 포함

○ 국토해양부는 해양의 중요성과 잠재력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발

전의 중심축으로서 21세기 해양산업을 주도하기 위해「해양과

학기술 중장기 계획(2008)」을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2009년 1월 공동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

- 동 계획에서는 27개 중점육성기술을 2012년까지 현재 투자 수준의 

2배(2008년 0.8조원 → 2012년 1.6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27개 중점육성기술 중 해양분야는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물류기

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대체수자원, 환경정화 등 포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 R&D 녹색기술기본계획에 기후변

화, 해양에너지 등 10대 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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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유관기관 동향

공공연구기관 주요 연구분야 해양(연)과 유사 연구분야

국내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구환경
연구

해저지질분야와 해양(연)의 해저자원연구분야와
일부 유사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바이오 융합, 신약,
소재, 정보

생명현상 및 활용 연구분야에서 해양(연)의 해
양생물자원연구(해양생명기능 발굴 및 바이오
신소재/ 신물질 개발연구) 분야와 상호 보완관
계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자원, 양식연구,
환경연구

어업자원 및 환경연구분야와 해양(연)의 해양생
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등 해양생물자원 연구
분야와 상호 보완 관계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건설품질, 기반시설,
수자원·환경, 건축·
도시, 건설시스템혁
신연구

수자원 환경연구분야와 해양(연)의 첨단항만개
발 및 항만시설안정성 연구 등 연안개발/에너
지연구분야와 상호 보완 관계

해양환경관리
공단

해양환경개선, 해양
오염방재 연구

해양환경연구분야와 해양(연)의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 연구 등 해양환경연구분야와 상호 보완 관
계

국외

영국
사우스햄튼
국립해양
연구센터
(NOCS)

해양예측, 해양생
태·생지화학, 해양
관측·기후, 지각·
퇴적물 지화학, 연
안프로세스 연구

해양모델링, 대양조사, 해양대기상호작용, 위성
해양학, 연안생태계연구 등이 유사

프랑스
국립해양개발
연구소
(IFREMER)

연안, 양식, 수산,
해저, 해양학, 시
설 연구

연안 관측모니터링 네트워크 활용·향상, 수산
자원탐사 및 분포조사연구,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기술개발, 해저자원탐사, 해양생태 및 기
후변화 연구, 해양연구지원 기장비 개발 및 운
용 등이 유사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SIO)

생물과학, 지과학,
물리과학, 연안,
기후대기연구

해양생명공학, 생태관측·예측·모델링, 기후관련
생물생태연구, 해양지질연구, 기후연구, 해양관
측·모델링·예측, 연안관측, 환경모델링, 해양보
전, 기후대기관측연구 등이 유사

일본
해양연구
개발기구
(JAMSTEC)

지구환경관측, 지구
환경예측, 시뮬레이
션, 지구내구역학,
극한생물연구, 해양
기반기술개발

해양관측·모니터링, 기후변화 등 모델링 연구,
시뮬레이션연구, 해양생태기능연구, 해양 기장
비 개발 및 운용 등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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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패러다임 변화

1)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연안국의 경쟁심화

○ 인접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필수자료 확보 

및 관리 수요 증대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 자원개발 쟁탈전 본격화

○ 연안국 관할권 이원의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로 해양 과학기술 수요 증대

2)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방안으로 녹색산업 체계가 강

화되고 있고 이러한 녹색물결 동참여부는 21세기 각 국가의 흥

망성쇠를 좌우

○ 국가별로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에 전력

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개발이 신해양산업으로 급격히 부상

- 미국 : 'Advanced Energy Initiative'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

보하여 2025년까지 석유수입의 25%를 대체하고자 노력

- 일본 : '신국가에너지전략(2006년 5월)'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의

존도를 40%(2004년 47%) 이하로 낮추고 파력에너지 등 재생에너

지를 점차 확대하는 목표 설정

- EU : ‘에너지공동전략(2007년 1월)’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6.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자 관련 부문의 연구개발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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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하기 위해 조력, 해상풍력 등 해양 

에너지 개발과 선박기인 오염저감 설비 등 새로운 시장 형성

- 청정에너지 투자는 매년 60~80% 급증하고 ‘07년 기준 세계시장규

모는 1,253억불에 이르러 전지구적 노력 고조 

3) 해양환경가치의 증대로 해양을 이용한 여가수요 증가 및 신산업 창출

○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바다를 바라보는 대상에서 직접 

체험하는 대상으로 인식

○ 선진국형 여가문화인 요트, 다이빙 등 해양레저문화의 확산으

로 해양문화․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관련기술 개발 

수요 확대

○ 육지공간의 포화에 따라 고도의 가치가 있는 해양공간개발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식 해양구조물 건설 기술개발

4) 해양과학기술의 기초인프라 구축 및 대형 융․복합화

○ 미국 등 해양선진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사광 가

속기, 첨단 해양관측망 구축 등 기초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

을 할당

- 미국은 해양관측망구축사업인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에 6년 동안 309백만불을 투자

○ 해양과학기술은 거대한 해양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제간 협력 및 대형융복합 연구를 요구

- EU는 제7차 Framework Programme(’07~’13) 에서 융합기술개발

을 확대하고 학제간 연구개발 강화 (116억 2,000만 유로 투자)

- 미국, 일본 등은 수소연료기술, 환경, 생명과학, 광대역 통신기술 등 

전략기술의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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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미래상

1) 해양과학기술로 지구환경변화 대응책 제시

○ 기후변화, 기상이변등전지구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국민안전확보

○ 인공위성, 조사선, 잠수정을이용한 3차원입체관측을통해과학적해양영토관리실현

○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오염․독성물질 평가 및 회복기술 개발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2) 청정에너지 및 해양자원 개발로 자원부국 실현 및 녹색성장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개발로 화석연료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전략금속 광물자원 확보로 국가 기간 및 주력산업의 지속성장 구현

○해양식량어류자원 개발로 국민에게 고급 먹거리 제공

○고부가가치 생체소재, 기능성 소재 확보 및 개발로 해양바이오 강국 실현

3) 해양공간자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산업 및 생활공간 창출

○첨단 항만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공섬, 초대형 해상구조물 개발 등을 통한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

○초고속, 대용량의 차세대 신개념 선박 개발로 미래 운송혁신 시대 구현

○유․무인 잠수정 개발로 전 세계 해양 탐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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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역량 분석

1 SWOT 분석

1. 경기침체, 정부의 실용화정책 표방 등으로
   미래 첨단해양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안정적인 투자부족
2.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우수연구인력 확보 곤란
3. 해양(연)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미약, 

유관기관 및 대학의 경쟁력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4.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해양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기술력 증대

1. 해양관련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핵심 
Agenda로 부상

2. 전 지구적 이상기온 발생 등으로 해양연구  
연구의 필요성 증대

3. 국가차원의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 증대

4. 융․복합연구 증대로 다양한 연구영역을 
   보유한 해양(연)에 유리한 환경조성

1. 단기적, 실용적 성과 강조로 장기적 
안목의 해양과학기술개발 추진 및 
재원확충 애로 

2. 연구범위가 다양하여 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 약화  
3. 비정규직․고연령 연구원의 비중 과다로 

연구 수행능력 저하
4.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성과확산 및 관리체계 미흡
      5. 대형 연구과제 발굴․지원체제 미흡

1.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 선도기관

2. 국제적 수준의 다학제적 연구인력과 
첨단연구 시설․장비 보유

3. 해양공학분야의 산업기술 및 연구노하우 
축적(조선 및 해양구조물 분야 등)

4. 해양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해양방위, 
해양정보통신분야의 연구수요 창출 가능

SWOT SWOT 
분석분석

 

SWOT 분석의 시사점
□ 기본연구사업 등 가용재원의 선택적 집중과 정책․연구기획 강화를 통한 NAP,

대형/융복합, 기초원천 프로젝트 발굴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 우수연구인력의 확보 육성 및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사제도 도입

□ 연구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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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연구기관과의 역량비교분석

※ 부문별 최고치를 기록한 연구기관을 1로 가정하여 환산

선진 기관과의 역량분석 시사점
 현재의 핵심내부역량 향후 강화해야 할 핵심내부역량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부족

  -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0.54편

  - SCI 논문당 피인용지수 저조

• 연구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연구인프라 구축 미흡

  - 연구선 3척, 기장비 1,288종

   (1천만원 이상 장비)

•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R&D 예산의 

부족

  - 연구직 249명, 예산 : 1,254억원

  

• 전략과제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성과 도출

  - SCI 논문을 IFREMER 수준인 0.63편

  - SCI 피인용지수를 JAMSTEC 수준으로 향상

• 연구선 및 첨단장비 확보방안 수립 추진

  - 5,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 연안조사용 

소형․중형 연구선 및 시추선 건조, 대

폭적인 노후장비 교체

• NAP과제 등 전략 연구분야에 인력충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

  - 연구직 330명, 1,500억원 규모로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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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미션 및 추진전략

해양 안전·운송
기술 개발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이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보전
기술 개발

미션

비 전
세계 일류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

추진전략

○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형 연구’와 ‘대형 융․복합, 기초․원천

기술개발’에 연구역량 결집

○ 기관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 혁신

○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 및 산업계․학계 등 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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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기전략목표

1 선정절차 및 방법

○ 해양을 둘러싼 대내외 해양과학기술 정책변화를 반영한 목표 설정

○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첨단 해양연구거점으로서의 역

할 고려

○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해양(연)의 

임무 및 기능, 경영목표를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고하여 선정 

∙ 관할해역과학적관리기반구축
∙ 해양자원 개발․이용기술 개발
∙ 해양 환경보전기술 개발
∙ 해양 산업․안전기술 개발

∙ 해양환경 관리․보전

∙ 미개척 해양자원 개발․이용

∙ 첨단 신해양산업 육성

∙ 해양 R&D 발전을 위한 기초
기반 강화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해양과학기술 개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화 및 역량강화

 해양(연) 임무 및 

기능

∙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기술
∙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명
공학이용기술

∙ 해양탐사 개발기술
∙ 운송체 및 해양․항만구조물기술

해양(연) 경영목표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해양(연) 중장기발전계획

▸해양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해양 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탐사기술 개발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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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과제 중심으로 3개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 선정

구 분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전략목표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전략과제 1-1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지구환경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반도 기후의 통계적 예측을 통한 예비시나리오 평가
•CO2 해양처리 기반기술 개발

전략과제 1-2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해일침수 재해도 작성
•태풍·해일예측기술연구
•연안파랑 재해·침식 적응기술 개발

전략과제 1-3 해양환경 관리·보전기술 개발
•동해·독도 해양환경 조사
•새만금 환경조사 및 환경정보 운영시스템 개발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전략과제 1-4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개발
•유류오염 환경재해 대응기술 개발
•해안습지 기능성 회복을 위한 핵심환경요소 규명
•특정해역(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전략목표 2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전략과제 2-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조력 발전 시스템 기술개발
•조류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파력 및 온도차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해양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전략과제 2-2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개발
•망간단괴 상용화 기술개발
•해저열수광상 상용화 기술개발
•EEZ 해양광물 자원 정밀조사

전략과제 2-3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개
발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뱅크 구축
•해양식량 어류자원 기술 개발
•해양유용생물관리기술 개발

전략과제 2-4
해양생명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해양 오믹스 분석을 통한 생명기능 해석
•해양유전체 활용기술 연구
•해양바이오신소재 개발

 전략목표 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과제 3-1 첨단 항만 및 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항만 리모델링 공학기반 구축
•항만구조물 최적 설계기술 개발
•인공섬 구조 시스템 개발

전략과제 3-2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심해무인잠수정 탐사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시험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전략과제 3-3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개발
•해상교통 위해도 평가 및 교통환경 개선 기술 개발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지원기술 개발
•해상 인적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전략과제 3-4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선박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환경친화형 청정선 개발
•무인선박 핵심기술 개발
•선박안전성능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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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내용

구 분 2007~2011 중기목표 2009~2014년 중기목표 비 고

전략과제

전략목표 1. 해양관측 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연구

전략목표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전략목표를 기존
5개에서 09년 성
과목표기술서에
따라 3개로 조정
∘’07년 중기전략계
획에서 각 전략목
표별로 13개의 전
략과제를 선정하
였으나 ’09년에는
12개로 조정

전략목표 2. 특정해역 환경관리․
회복기술 개발

전략목표 2. 해양에너지 및 미래
해양자원 개발

전략목표 3. 해양생물자원화
핵심기술 개발

전략목표 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기술개발

전략목표 4.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전략목표 5. 해양운송체․장비
핵심기술 개발

일반과제

1.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
자원 조사

1. 운용해양시스템 연구(해양예보
및 위성활용 연구)

∘‘07년 중기전략계
획에서는 일반과
제를 국가수요대
응사업, 현장애로
해결사업, 신기능
창출대비사업으로
분류하여 6개 사
업을 선정하였으나
’09년에는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 현장
애로해결사업, 신
산업 창출사업으
로 분류하여 9개
사업을 선정

2.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시화호/새만금)

2.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

3.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 복원
기술 개발

3. 통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4. 온배수와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
식량어류자원의관리체계구축

5. 인공위성 자료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구축․운영

5. 특정해역 폐기물 관리기술

6. 중장기 기후변화 및 황사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6.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7. 해양수자원의 산업화 이용

8. 어류의 인공동면 유도기술

9. 열대해역생물자원개발

과제의 유형분류

∘’07년 중기전략계획에서는 Top-
brand 사업군, 이니셔티브 사업
군, 에이젼시 사업군으로 분류
하여 Top-brand 사업비의 투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

∘’07년 중기전략계획의 Top-
brand는 연안재해대응기술개
발, 해양바이오소재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
발 등 3개 과제임

∘’09년 중기전략계획에서는 NAP
사업, 기초원천사업, 대형융복
합사업으로 분류하여 NAP사업
비의 투자비율을 확대

∘’09년 중기전략계획의 NAP사업
은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
기술개발, 해양생물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첨단
항만 및 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해양장비·구조물 핵심기술 개
발 등 4개 과제임

∘스마트선박 핵심기
술개발은 ’09년도
에 종료되어 그 대
안으로 첨단 항만
및 인공섬 핵심기
술 개발, 해양장비·
구조물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NAP사
업으로 선정함

∘연안재해대응기술개
발은 그 성격상 기
초원천사업으로 분
류하고 국가적 수요
가 있는 해양오염방
제 및 저감·복원기
술개발과제를 NAP
사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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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및 핵심내용

1) 1) 1) 1) 1) 1) 1) 1) 1) 1) 1) 1) 1)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1) 목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가. 핵심 연구내용

○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양환경 관리․보전 및 운영시스템 개발

○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 개발

나. 2014년 최종목표

핵심목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세부목표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및 연안재해 대응기술개발

- 동․서해 주변해역 해양환경 관리․보전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유류오염지역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 개발

다. 연차별 추진내용 



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           

3434343434343434343434343434343434   

2) 2) 2) 2) 2) 2) 2) 2) 2) 2) 2) 2) 2) 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2) 목표명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가. 핵심 연구내용

○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 개발

○ 해양생태계 조사 및 생물자원 관리

○ 해양생명 기능이용 바이오 신소재 개발

나. 2014년 최종목표

핵심목표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세부목표
- 해양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 해저 광물자원 정밀조사 및 상용화 기술개발

- 해양생물자원 및 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

다. 연차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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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3) 3) 3) 3) 3) 3) 3) 3) 3) 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목표명3) 목표명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가. 핵심 연구내용

○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개발

○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나. 2014년 최종목표

핵심목표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목표
- 첨단항만구조물 설계 및 인공섬 구조 기술 개발

- 해양탐사 및 통신장비, 해양 핵심기술 개발

- 해상교통 위해도 시스템 개발

- 무인선박, 청정선 개발 및 선박안전성능 향상기술 개발

다. 연차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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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량적 목표
(단위 : 건)

성과항목 성과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허
(국내/국외)

특허출원건수
101

(15/86)

109

(18/91)

114

(20/94)

120

(23/97)

126

(25/101)

132

(27/105)

특허등록건수
40

(4/36)

46

(5/41)

50

(6/44)

53

(7/46)

56

(8/48)

59

(9/50)

실시계약건수 30/10 (2014년 합계)

SCI 논문

SCI급 학술지
게재논문건수

110 120 130 150 170 195

전체논문의 IFs
합계

171.072(‘09년도 SCI 논문만 카운트-62편)

※SCI 논문은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기준, 학술지 IF 값 (전체)

기술거래

기술공개및
기술이전건수
(S/W, 노하우등

포함)

20 21 23 24 26 28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로
인한 기술개발

건수
9 9 10 10 11 11

국제협력

∙국제연구협약

(MOU)

∙국제학술교류

∙전문인력교류

해외특정지역및

기관과의국제협약

체결건수

54 55 56 57 58 59

150 160 170 180 190 200

45 48 52 55 58 60
산․학․연
협력

산․학․연간
기술 지원 건수

18 19 21 22 24 26

사업화 - 1 1 1 1 1

※ 관련근거 : “2009년도 성과목표 기술서(‘09. 5)” 제출자료의 ‘표준성과목표별 상세기술서’

참조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중기전략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 중기전략 계획 및 목표

    
3737373737373737373737373737373737

7   목표달성 전략

1 사 업 구 조

1) 전략과제
항  목 과  제  명 구 분 재 원

 전략목표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전략과제 1-1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2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3 해양환경 관리·보전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1-4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목표 2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전략과제 2-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대형융복합 주요+국가R&D

전략과제 2-2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개발 대형융복합 국가R&D

전략과제 2-3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개발 기초원천 주요+국가R&D

전략과제 2-4 해양생명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목표 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과제 3-1 첨단 항만 및 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NAP 주요+국가R&D

전략과제 3-2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NAP 국가R&D

전략과제 3-3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대형융복합 국가R&D

전략과제 3-4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개발 대형융복합 주요+국가R&D

2) 일반과제
항  목 과  제  명 구 분 재 원

일반과제 1 운용해양시스템 연구(해양예보 및 위성활용 연구) 해역이용효율 국가R&D

일반과제 2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 해역이용효율 정부수탁

일반과제 3 통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 해역이용효율 국가R&D

일반과제 4
온배수와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 식량 어류 자원의
관리 체계 구축

현장애로해결 주요

일반과제 5 특정해역 폐기물 관리기술 현장애로해결 정부수탁

일반과제 6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현장애로해결 주요

일반과제 7 해양수자원의 산업화 이용 신산업창출 국가R&D

일반과제 8 어류의 인공동면 유도기술 신산업창출 정부수탁

일반과제 9 열대해역 생물자원 개발 신산업창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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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 로드맵 및 성과

1) 전략과제

현재 수준 2014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기후변화대응기술 : 30%
- 연안재해/해양환경관리기술 : 60%
- 해양오염방제저감복원기술 : 90%
○ 기후변화, 재해 관련 통합예측시스템
구축기술 취약

○ 해양관측 및 예측수치모델링 기술은
선진국과 대등

○ 해양생태계연구경험이 부족하며,
유출유 예측의 2차원적 접근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기후변화대응기술 : 약 70%
- 연안재해/해양환경관리기술 : 약 90%
- 해양오염방제저감복원기술 : 약 95%
○국내고유기후모델초기완성
○ 예측정밀도 향상 및 재해환경자료구축
○ 생명공학기술의 해양생태계 접목과
기후/환경전문가 협력을 통한 기술 향상

해양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개발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해양에너지실용화 : 75%
- 해저광물자원상용화 : 67%
- 해양바이오기술 : 54%
- 해양생물자원확보 : 60%
○ 1MW급 시험조류발전소 건설 및 인
천만, 강화 조력발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를 위한 탐사
및 개발시스템 기반 구축

○ 해양바이오연구는 유전체 해독 및 활
용기술 개발 중이나 투자미흡

○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열
대해역생물실용화기술환경조성

○ 해양어류식량자원의 지속적 개량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유전적 관리체
계 구축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해양에너지실용화 : 95%
- 해저광물자원상용화 : 91%
- 해양바이오기술 : 85%
- 해양생물자원확보 : 91%
○ 조류발전 및 인천만 조력발전 실용화 기
술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상용
화 추진

○ 탐사등급 완료 및 채광/제련시스템 상용화
를 위한 설계 및 제작 기술 확보

○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해
양생물자원 연구 활성화와 DB 및 분석
시스템 구축과 응용기술 확보를 통해 해
양바이오 허브 역할 담당, 산업적 활용
가치 증대

○ 해양식량 어류자원의 연구기반 확충 및
산업적 허브 역할 담당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첨단항만․인공섬 : 77%
- 해양장비․구조물 : 73%
- 해상교통 안전 : 65%
- 운송체 : 60%
○ 6,000m급 무인 잠수정 시범운행
○ 수중 무선통신 기술은 군사적 용도
로 개발 중

○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기술 개념연구 수행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첨단항만․인공섬 : 88%
- 해양장비 : 90%
- 해상교통 안전 : 82%
- 운송체 : 76%
○ 6,000m급 무인 잠수정 핵심기술 상용화
○ 수중 무선통신 기술 해양정보시스템과
연동

○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기술
IMO 승인

※ 기술수준 근거 : 2008년도 KISTI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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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가. 과제유형

○ 일반과제를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 현장애로 해결사업, 신산업

창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나. 추진방법

○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은 연구원의 주기능인 관할해역의 과학
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환경보전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추진

○ 일반국민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해결사업을 조기
에 완료하여 서비스를 극대화

○ 단기적으로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
로는 일반과제 비율을 매년 1～2% 규모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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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 입 전 략

1) 전략과제

예  산

○ 정책기획 강화를 통한 대형연구사업을 발굴하여 2014년까지
총 예산을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에 의해
중기전략목표의 비중을 점차 확대(44.6%→53.6%)

○ 전략과제는 국가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NAP,
기초원천, 대형융복합과제 중심체제로 개편하되 기본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입

인  력

○ 신규 연구인력의 약 60% 이상을 3대 전략목표분야 육성에 집

중 투입 (46명 : 2009년 205명→ 2014년 251명)

○ 우수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NAP 연구부문의 인력확충에 중점

연구인프라

○ 연구원의 지방이전(2014년), 제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건립

등으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양관측기술개발 및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5,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 및 항공기의 효율적 운

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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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 방안

○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여 국내

연구진의 연구능력 향상 및 우수 연구결과에 과감한 투자로

연구분위기 쇄신

○ KORDI-Lab의 본격적 활용으로 미국의 해양관련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연구사업의 국제화 도모

성과확산

○ R&D 결과의 가치평가를 통한 지식이전 대상기술 선정, 기술

거래 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연구성과물의 조기 실

용화 추진

○ 기술수요자의 수요파악을 위한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산․

학․연․관 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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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전략목표별 인력 및 예산 투입 총괄│

전략목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주요사업 수탁사업
예  산 (단위 : 억원)

 중기전략목표 1 97 99 111 103 121 112 132 122 143 131 154 142

196 214 233 254 274 296

 중기전략목표 2 57 199 59 223 63 244 56 266 59 285 63 306

256 282 307 322 344 369

 중기전략목표 3 15 42 16 54 17 95 18 102 19 109 21 117

57 70 112 120 128 138

합계 169 340 186 380 201 451 206 490 221 525 238 565

509 566 652 696 746 803

전략과제비율(전략과제연구비/총 연구비) 44.6 46 50.4 51.1 52 53.6

인  력(Man/Year 기준) (단위 : 명)

 중기전략목표 1 89 98 102 104 106 109

 중기전략목표 2 91 102 103 104 105 108

 중기전략목표 3 25 31 32 33 33 34

합계 205 231 237 241 24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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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제

예  산

○ 연구원의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산업 창출 사업에 선택적으로 예산확보 추진

○ 전체 기관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일반과제 비중을 장기적으

로 축소 (‘09년 55.4% → ’14년 46.4%)

인  력

○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산업

창출 사업에 인력 확충

○ 연구연가, 국내외 관련기관 파견 등을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연구인프라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해양과학기

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연구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시설수준의 노후화 정도를 평

가하여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 소요재원 확보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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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방안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고객들과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 수행

○ 해양학회, 지구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연구 및 자문을 통

해 연구결과의 검증 강화

성과확산

○ 적극적인 연구개발 홍보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문화

활동 활성화 정책에 부응

○ 연구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

체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1  중기전략목표별 세부추진전략

2  일반과제 세부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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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중기전략목표별 세부추진전략

1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 강화

1) 해당기술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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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기술 동향

○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은 통합해양관측시스템

운영,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 전지구 열대 해양-대기

관측 네트워크(태평양-TAO/TRITON; 인도양-RAMA; 대서양-PIRATA)를 구성

- 현재 태평양에 70개의 TAO 부이 설치, 2013년까지 인도양에 약 39개의 부이

설치 계획

○국가간해양학위원회 (IOC) 주도로 장기적, 체계적, 상시적 해양환경 관측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해양관측프로그램(COOP)의 전략계획을 제시하고,

범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 구축 중

○ EuroGOOS (유럽), NEAR-GOOS (동아시아), US-GOOS (미국) 등 지역해별로

해양관측 및 예측․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사 결정, 산업활동에 필요한

해양자료와 정보 제공 예정

○세계 각국과 UN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 및 UN 환경프로그램 (UNEP)

등은 기후변화, 물리환경변화 및 해양생태계 변동에 대한 연구 진행 중

○해양환경 관리 보전 기술개발은 NOAA, 해양 및 연안 자원 관리국 등과

오레곤 대학 등 미국 연구기관들이 국가 연안역관리 효율성 연구(CZME)

사업을 통해 연안역 자연환경변화 모니터링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

○미국 환경보전국(EPA)은 자연상태의 연안환경 보존을 위하여 국가하구역

프로젝트를 수행, 관측과 수치모델을 병행하고 있으며 연안 환경 예측 평가에

적합한 검증된 수치모델 선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은

고해상도 해양기상모델과 대기모델, 파랑모델, 4차원 중규모 순환모델을

통합하여 실시간 유류 확산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염해역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오염노출

평가기술, 생물영향평가기술, 생태 및 환경평가 기술 확보

국 외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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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정부는 기후변화 연구의 국가 아젠다를 마련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치우쳐 있으며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CCS 국내 실용화를 위한 포스코-동해가스전 연계

CCS 운용공정(안)도출, 1만톤급 파일럿 저장후보지 검색 및 1차 결과 도출

작업 진행중이며, 향후 15년까지 1만톤급 CO2 파일럿 저장실험 추진예정

○ 국토해양부의 국가해양관측망 구축사업과 해양오염원격감시체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관측장비 및 해양관측소를 개발하고, 이어도, 가거초 종합

해양과학기지 등 주요 해역 해양관측소 구축․운영 중이며, 2010년 91개소

구축 목표

○ 연안 및 해양 위성자료 분석, 해양관측소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 해양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나, 관측항목과 현장관측소의 숫자가 적어

예측․예보의 정확도 미흡

○ 교과부 등 선행연구를 통해 태풍관련 핵심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수치모델

검증 미흡과 기상 입력자료와 통합한 적용체제 구축기술 및 국지정밀

해일정보 현업화 기술은 미비

○ 해양(연)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 해역을 대상으로 고주파레이더를 운영,

2010년 아리랑 5호 발사를 계기로 SAR 정보 응용 활성화 기대

○ 해양사고 발생시 유출유의 확산 경로 실시간 예측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수평 2차원적 예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상예보 모델과의 직접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기본적 유지문 분석기술을 확보하였으나, 다양한 정제유 및 풍화유에 대한

유지문 분석기술과 유류 중 미분리 성분 및 신분자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수준 부족

○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 광양, 울산 등 5개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질개선 성과는 미흡하며, 특히 시화호는 ’01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시행중

국 내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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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기관의 위치 설정

가. 해외 유사분야 기관과의 비교

○ 우리나라는 심해계류 시스템 기술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NOAA와 JAMSTEC 등과의 국제공동 협력을 통한 대

양 실시간 부이 시스템 운용 기술의 수준 향상 시도

○ NOAA와 워싱턴대학, 미해군연구소는 각각 항공기, EM-APEX,

ADCP 계류조사를 활용한 태풍전후 수온구조 변화를 조사

○ 영국 STWS, 네델란드, 덴마크 해양경보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폭풍해일에 대한 공동연구가 EU의 해양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

○ 유류오염사고 대응기술 중 오염진단평가 기술은 미국 NOAA,

독일 Leibniz 해양연구소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물

학적 복원 기술은 미국 Vertec biosolven Inc., 소형 공학적 복

원은 일본 PARI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

※ NOAA(미국 해양대기청), JAMSTEC(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ESA(유럽우주국),
Leibniz(독일 Leibniz 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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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관련기관과의 위치

○ ’기후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한반도 기상과 해양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북서태평양 실해역 탐사를 포함하는 

유일한 종합대양 연구 프로그램이며,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한 대양진출, 자료 생산에서 타기관에 비교 우위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상위 생태계 중심의 ‘기후변화가 해양생태

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해 생태계 장기변동 연구는 확대된 범위의 동해 생태계 변화 

장기변동 예측과 하위 영양단계에 목적을 두고 수행 중

○ 해양관측체제개발 및 해양변동연구 분야에서는 해양(연)을 주관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

산과학원, 항우(연), 기상(연), 지질자원(연), 국립방재(연) 등 많

은 출연(연)과의 연계 및 협력강화 필요

○ 해양(연)은 2000년 독도 주변 일부해역에 대한 종합적 지구물리조사 

및 퇴적환경 조사 수행,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동해 EEZ 경계해역

에 대한 종합적 해양지구물리 조사 및 퇴적환경 조사 수행

○ 2001년 새만금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 실천계획이 수립된 이후, 새만

금 공사중 해양환경 변화 감시망체계 구축, 해양환경 변화예측과 평

가, 방조제 건설이 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친해양환경

적 관리 방안 사업이 진행 중

○ 특별관리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관리해역의 

최적 환경영향평가 및 예측기술 확보, 해양환경보호 및 연안오

염 등과 관련된 다학제적 조사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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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 수행기술영역  유관기관 수행기술영역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 연안재해대응기술개발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자연재해 및 환경자료

구축 기술

- 해양관측기술개발

․국가해양관측시스템개발

․인공위성활용 관측기술

- 해양변동규명기술

․대기-해양 탄소순환규명

․동해순환 및 변동 규명

․독도해역 해양과학조사

- 한국지질자원(연)

․해저지질조사및지질재해연구

- 기상연구소

․해양기상관측및예보기술 연구

- 국립방재(연)

․지진해일사전예측및 방재 연구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해양자료 수집

분석 및 DB화

- 한국항공우주(연)

․해양탑재체 개발 및 위성

활용 연구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변동 및 위성 해양 정보

활용 연구

- 해양환경관리공단

- 서울대등 13개대학

․해양 기초조사․연구

- 해양(연)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인공위성활용 관측기술 개발

․해양변동규명기술 개발

- 국립방재(연)

․해일정밀예보지원체제 현업화

기술 중 방재 연구

- 기상연구소

․해양기상 관측 및 예보

- 출연(연)

․해저지각변형 예측 기술 중

해저지질조사 연구(지자연)

․첨단해양관측장비기술 중

해양탑재체 개발(항공연)

-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기지 운영기술 이전

․해양자료 정도관리(QA/QC) 및

서비스 기술

-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자료 관리 및 수산

활용기술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

추적자 관측기술

- 대학

․자문, 위탁연구 및 인력 지원

- 해양환경평가기술개발

․해양환경지수 개발

․생태계 위해도 평가 기술

- 기능평가및회복기술

․하구역 관리 및 기능

회복 기술

․갯벌정화기능 평가

- 폐기물평가및관리기술

개발

․해양투기장 평가 및

관리기술

․CO2 해양처리기술

-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및생리․생태특성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

․위해성 관리 및 대응 방안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보전 및 폐기물 관리

방안 연구

- 한국건설기술(연)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기술 개발

- 한국에너지기술(연)

․CO2 포집 및 저장(CCS)

- 한국지질자원(연)

․CO2 해양처리기술 연구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연)

․해양환경평가기술 개발

․기능평가 및 회복기술 개발

․폐기물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술

․서식환경 상시 관측기술

- 한국환경정책․평가(연)

․연안유역통합관리 기술

- 한국지질자원(연)

․CO2 처리파이프 거동분석기술

- 대학

․자문, 위탁연구 및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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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
○ 기후변화 예측 및 연안재해 대응기술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국, 일

본, EU 등 기존의 해양선진국에 대한 상대적 수치이며, 기후모델, 해

양관측기술개발, 연안재해예측, CO2 해양처리기술개발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수준을 종합 판단하여 제시

○ 세부기술은 연안해양관측시스템 구축기술, 기후변화 예측기술, 기후변

화에 따른 생태계반응 모델기술, CO2 지중저장 핵심기술 개발로 설정

○ 해양환경 관리 및 복원기술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국, 일본 등 기존

의 해양선진국과의 상대적 수치이며, 환경평가기술, 기능평가 및 회복

기술, 폐기물 관리기술 등 환경․관리회복 기술 개발에 관련된 전 분

야에 대한 수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제시

○ 세부기술은 해양환경 모니터링, 오염진단평가기술, 갯벌 기능평가, 유

류오염 환경재해 대응기술개발로 설정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 전략과제  



세부기술의수 

  

 선진국대비세부기술 수준×가중치
 

○ 기후변화예측대응기술은 NOAA 및 JAMSTEC 등과 비교하여 5~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연안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기술은 미국 

NOAA에 대비 약 90% 수준, 인공위성 활용 해양관측기술 개발은 

미국 NASA, 유럽 ESA 대비 약 85% 수준으로 평가

○ 연안재해 실시간 해양관측,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예측 수치모델

링 등의 분야 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연안재해요인 실

시간 관측과 관리기술, 태풍해일 예측기술, 연안재해요인 예보/경

보시스템 수립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60~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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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 발생기작, 생리, 생태특성, 유해성, 탐색기술 및  등 기초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선진국 대비 약 40% 기술 수준

○ 퇴적/물리/지화학/생태학적 관점에서 갯벌 핵심 환경요소와의 상

관관계 규명은 미국, EU와 대비 90% 수준

○ 해양오염사고 대응기술 중 관측망 기술은 미국의 Rutgers 대학 등과 

비교할 때 90% 수준, 오염진단평가 기술은 미국 NOAA, 독일 

Leibniz해양연구소와 비교하여 약 95~105% 수준, 복원기술은 국내

의 경우 태동 초기, 국외는 안정-성장기로 70~90% 수준

○ 해양오염방제에서의 위성정보 활용은 태동기로 분류되는 국외 기술과 

비교하여 국내 기술이 태동기 초기로 분류, 약 85% 목표 달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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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표│

핵심기술 2009년 현황 2014년 전망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수준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수준

기후모델
NCAR,

NASA, 일본
기상연 등

외국 모델 활용
공동

연구(기상연)
10

NCAR,
NASA, 일본
기상연 등

국내 고유 모델
초기 완성

70

자료동화
NASA, GFDL

등

순화모델에
활용(해양(연),
전남대, 군산대)

30
NASA, GFDL

등

기후모델에
자료동화시스템

도입
80

대양관측
기술

NOAA,
JAMSTEC

필리핀해 관측
(해양연)

40
NOAA,
JAMSTEC

서태평양
열대해영
시계열 자료
획득

90

연안재해 NOAA,
CDIT

LiDAR이용
육도-해도접합
정밀지형도작성

기술

60
NOAA,
CDIT

해양-태풍모델
결합,

해양모델기술보유
90

해양환경
관리보전기
술

NOAA, WHOI,
EPA

환경보전예측
평가위주로
수행

55
NOAA,

WHOI, EPA

해양-대기결합,
생명공학-생태
계접목

80

해양오염
방제, 저감,
복원

Leibniz
해양연구소,
미국 Vertec
biosolven Inc.,
NOAA

유출유 예측의
2차원적 접근,
생태계 기반
평가기술미흡

90
NOAA,

Rutgers대학

위성정보 활용
오염방제,
유류오염복원
성장기 진입

95

│연차별 SCI 논문 및 특허출원 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기후변화
예측대응
기술개발

16 - 18 - 20 - 20 1 22 1 22 1 118 3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2 - 3 - 4 1 5 1 6 2 6 2 26 6

해양환경
관리보전
기술개발

5 - 5 - 6 1 7 2 7 3 7 3 37 9

해양오염
방제저감

복원기술 개발
6 - 5 - 5 1 7 2 7 3 7 3 3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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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과제

가.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구환경
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태평양 쿠로시
오해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2정점 이상)

-대양-연근해
변동성 상호
관계 분석

-한반도 기후변화
조절 해양지역
확인

-대양-연근해변동
상관성 민감도

-해양기인 한반도
기후변화 조절
기작규명

표준해양변화 시
나리오(고단계)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순환 변동 분
석기술
-연안환경 변화 모
니터링 및 원인규
명 연구

-동해순환장기변동
시나리오분석기술
-연안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원
인규명 연구(동
해, 계속)

-해양산성화 연구
-연안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연구
(서해, 계속)

-해양산성화 연구
(계속)
-연안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연구
(남해, 계속)

-해양산성화 연구
(계속)
-연안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연구
(동서남해, 계속)

한반도주변
해양의통계적
예측을통한

예비시나리오평가

-주변해 변동성 통
계분석(기후모델
시나리오)

-한반도 지역기후
의 통계적 예측
모형 구축

- 표준해양변화
시나리오(저단계)

-한반도 지역기후
시스템 모형 구축

-한반도 지역기후
시스템모형세련화

CO2 해양처리
기반기술 개발

- CO2지중저장핵심
기반기술개발
-국내시험후보지평가
-실증후보지선정
- 저장파일럿운영/
플랜트설계

- CO2지중저장핵
심기반기술개발
- 국내시험후보지
평가
-실증후보지선정
-저장파일럿운영/
플랜트설계

- CO2지중저장핵
심기반기술개발
- 저장파일럿플랜
트부지확보/건설
/주입/기술검증

- CO2지중저장핵
심기반기술개발
- 저장파일럿플랜
트부지확보/건설
/주입/기술검증

- CO2지중저장핵
심기반기술개발
- 저장파일럿플랜
트부지확보/건설
/주입/기술검증

- CO2지중저장핵
심기반기술개발
-저장파일럿플랜
트부지확보/건설
/주입/기술검증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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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구환경변화가

한국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력 21 22 23 23 24 24 137

예산 50 52 57 62 66 72 359

한반도 기후의

통계적 예측을 통한

예비시나리오 평가

인력 5 5 6 6 6 6 34

예산 14 14 16 17 19 20 100

CO2 해양처리

기반기술 개발

인력 9 9 9 9 9 10 55

예산 19 20 21 23 25 27 135

계
인력 35 36 38 38 39 40 226

예산 83 86 94 102 110 119 594

○ 해양(연)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확충하되, 국가 연구

개발사업 다양화(기후변화과학: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CO2 해양처리 관련: 산업자원부 등)를 통한 예산 확보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대응기술과 함께 우리 지형 및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예측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의 시급성

과 사업추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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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예측 시나리오 작성 및 

지역해(동해, 황해) 생태계 변화 영향 분석을 통한 예측기술 개발,

개선활용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및 대응기술 개발 자료로 활

용하고, 국제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국제수준의 대

양연구 달성에 활용

○해운, 어로, 군사작전, 수산양식, 해난구조, 적조피해 저감, 기름 

유출사고 방제 등에 필요한 해양예보 실시

기대효과

○ IOC 주도의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여 해양에서

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를 사전에 예측․예보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북서태평양 환경 및 생태모니터링 결과를 한국해 변화와 연계

하여 거시적 관점의 한국해 변화 예측력 강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량 확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100억불 규모의 시장규모 형성 및 향후 

30년동안 연간 1천억불 규모의 청정에너지 플랜트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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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일침수 및 연안재

해도 작성 연구

-육도/해도 접
합맵핑 기술
개발

-육도/해도 접
합맵핑 기술
개발
-수치모델 검
증 및 폭풍해
일 시나리오
작성

-연안 환경재
해 사례 연구
(생물재해, 화
학재해, 지질
재해 등)

-연안 환경재
해 대응 연구
(생물재해, 화
학재해, 지질
재해 등, 계
속)

-연안 환경재
해 대응 연구
(생물재해, 화
학재해, 지질
재해 등, 계
속)

-재해도 작성
및 활용 연구

폭풍해일 예측 기술

개발 및 및 한국해
운용해양학 연구

-폭풍해일 모델
개선
-폭풍해일 예측
시스템 현업화

-한국해 운용
해양학 개념
정립 연구

-한국해 운용
해양학 시스
템 설계 및
기술개발 연
구

-한국해 운용
해양학 시스
템 설계 및
기술개발 연
구(계속)

-한국해 운용
해양학 시스
템 설계 및
기술개발 연
구(계속)

-시스템 가동
및 운용해양
학 실용화 연
구

연안파랑 재해·침식

적응기술 개발
- -

- 해빈 /해안침
식에 관한 대
응기술 개발
연구

- 해빈 /해안침
식에 관한 대
응기술 개발
연구

- 자연친화적
연안 재해
저감기술 개
발(동서남해,
계속)

- 자연친화적
연안 재해
저감기술 개
발(동서남해,
계속)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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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해일침수재해도작성
인력 4 5 5 5 5 5 29

예산 12 13 14 15 16 17 87

태풍해일 국지해상

풍 산출, 정밀격자

폭풍해일 모델 수립

인력 2 2 2 2 2 2 12

예산 5 5 6 6 6 7 35

연안파랑 재해·침식

적응기술 개발

인력 - - 1 1 1 1 4

예산 - - 2 2 2 2 8

계
인력 6 7 8 8 8 8 45

예산 17 18 22 23 24 26 130

○ 연안재해 외력(해상풍, 파랑, 해일 등)과 연안침식 연구를 위한 

첨단 해외기술(관측 및 예측모델) 도입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동해연구소와 연계한 현장관측실험 수행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인력충원

○ 연안재해는 바다와 육지간 모든 형상이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

다는 점에서 복수의 부처와 연안공학, 정보관리, 기상학, 해양

학 등 복합기술이 요구되며, 범부처적 연구개발사업 발굴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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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태풍 및 폭풍 국지해일 정밀 예보 기술, 지진해일 재현 예측기

술의 실용화를 통해 국가재해․재난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 해양의 역할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태풍해일 예측시스템 구축

○ 국지해일 정밀예보 현업화 및 침수범람도 작성을 통해 해일 내

습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방안 수립에 활용 

○ 해양-태풍 결합연구를 통한 국내 태풍예측 기술 개선

○ GIS 기반 해일침수범람도 작성으로 지진해일, 강우에 의한 침

수범람 등에 대한 국가종합 재난대책에 활용

기대효과

○ 주요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대규

모 피해유발 해양기인 자연재해의 예측성 제고

○ 해양기인 재난요인의 신속 파악 기술 확보 및 해양온실 가스 

관련 국가정책 수립(기후변화 등) 지원

○ 개발된 태풍해일 예측시스템을 현업 예보기관에 이전하여 연간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인적/물적피해 및 국민부담 경감

○ 태풍모델 개선, 국지 해양 정밀예보 현업화, 해양침수 범람도 

작성 기술개발로 연안재해 경감

○ 국지해일 정밀 예측 기술개발로 연안재해의 경감

○ 연안, 항만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대안 수립으로 연안재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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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환경관리보전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동해․독도
해양환경조사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독도해역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독도해역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독도해역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독도관련 종합
DB구축 및 활
용체계구축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및
DB 구축
-독도관련 종합
DB구축 및 활
용체계구축

-동해 해양특성
모니터링 및
DB 구축
-독도관련 종합
DB구축 및 활
용체계구축

새만금
환경조사 및
환경정보
운영시스템
개발

-새만금 해양환
경종합감시망
구축
-모니터링및관리
자동화기반기술
개발

-모니터링및관리
자동화기반기술
개발
- 해양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기술
개선
-웹 GIS 새만금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모니터링및관리
자동화기반기술
개발
- 해양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기술
개선
-웹 GIS 새만금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모니터링및관리
자동화기반기술
개발
- 해양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기술
개선
-웹 GIS 새만금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모니터링및실시
간자동화시스템
구축
-새만금 환경건
강성평가시스템
개발
-수중로봇 수질/
환경자동측정기
술
- HF레이다 추가
설치
-새만금해양수질
/환경 실시간예
측/지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및실시
간자동화시스템
구축
-새만금 환경건
강성평가시스템
개발
-수중로봇 수질/
환경자동측정기술
-HF레이다 추가
설치
-새만금해양수질
/환경 실시간예
측/지원시스템
구축

해양환경복원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 개선/관리기술
적용해역 확대
-해양투기장 환
경기준개발
-대체해양투기장
후보해역 개발
기술

- 개선/관리기술
적용해역 확대
-대체해양투기장
영향가설검증기술
-지속적해양투기
장모니터링

- 개선/관리기술
적용해역 확대
-대체해양투기장
영향가설검증기술
-지속적해양투기
장모니터링

- 개선/관리기술
적용해역 확대
-지속적해양투기
장모니터링

- 개선/관리기술
적용해역 확대
-지속적해양투기
장모니터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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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동해․독도 해양환경

조사

인력 9 10 10 10 11 11 61

예산 31 32 34 37 41 43 218

새만금 환경조사 및

환경정보 운영시스

템개발

인력 13 13 13 14 14 14 81

예산 21 22 23 26 28 30 150

해양환경복원 및 모

니터링기술개발

인력 - 5 5 5 5 6 26

예산 - 10 11 12 13 14 60

계
인력 22 28 28 29 30 31 168

예산 52 64 68 75 82 87 428

○ 동해․독도 해양환경 연구를 통한 정보축적과 대외 학술적 성과

확산으로 관할권 및 해역관리의 학제적 연계인력 장기 육성 및 

독도전문가 양성 필요

○ 전지구, 국지, 해역특성별 해양환경조사 및 환경정보운영 시스템 

구축 공간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관련 예산, 인력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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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동해의 연안～심해에 이르는 다양한 해양환경 연구를 통하여 

동해 전체의 변동성 연구에 대한 연구 기틀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관리대책 제시에 기여 

○ 독도 해양환경 조사 및 DB화를 통한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해양영유권 갈등, 자원확보 및 개발시 

우위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새만금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종합 감시망 체계 구축, 해양

환경변화 예측 및 평가, 방조제 건설이 외해역 해양환경에 미

치는 영향평가 및 친환경해양환경 관리 활용방안 제시 

○ 하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에 활용

○ 연안개발에 의한 조간대/해빈 퇴적환경변화 감시에 활용

기대효과

○ 동해 및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환경 개발 및 보전

○ 웹 GIS를 통한 실용적 해양환경 정보의 실시간 제공시스템 구

축으로 새만금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 국가 수요에 기반한 특정해역, 해양(안) 건설 및 환경변화 요소

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과 평가, 관리방안 제시 

○ 하구역 관리 강화 및 해양투기 환경기준개발로 해양 오염에 대

한 국제협약 이행능력 및 주변해역 환경보전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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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오염 방제 및 저감 복원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류오염
환경재해대응기
술개발

- 3차원 광역순환
모델망구성
-해양레이다 및
위성정보 활용
기반 연구
-현장용 유류오
염 신속진단/평
가기술개발
- biosolvent 후보
군 탐색

-해양레이다 설
치 및 시험운영
-정밀격자 모델
구성 및 1차 검
증
-현장용 유류오
염 신속진단/평
가기술개발
- biosolvent 탐색
(계속) 및 후보
군 선정

-해양레이다 운
영 및 자료제공
시스템화
- 자료동화기법을
접목한 예측시
스템 구축 및
정밀 검증, 시험
모의실험
-현장용 유류오
염 신속진단/평
가기술개발
- biosolvent 생산
기반기술 확립

-해양레이다 추
가설치 및 시험
운영
- 반복모의실험을
통한예측시스템
성능 분석
- LRMS유지문기
법개발
- biosolvent 대량
생산기술 개발

- 반복모의실험을
통한예측시스템
성능 분석
-HRMS, IRMS 유
지문기법 개발
- biosolvent 대량
생산기술 개발
(계속)

-예측시스템 완
성 및 실운영체
제 확립
-HRMS, IRMS 유
지문기법 개발
- biosolvent 상용
화 기반 완성

갯벌 기능성
회복을 위한
핵심환경요소
규명 및
가치평가

-갯벌 생지화학
적과정 측정기
술 및 경계면
입자 플럭스 측
정기술개발

-갯벌 서식환경-
평가기술개발

-다양한 갯벌 기
능의 정량적 평
가 기법 개발

-갯벌의 다양한
생지화학적 기
능의 정량적 가
치 평가

-갯벌의 다양한
생지화학적 기
능의 정량적 가
치 평가(계속)

-갯벌의 다양한
생지화학적 기
능의 가치 평가
(경제적 가치 포
함, 종합)

특정해역(항만)환
경위해도
평가기술개발

-저질/생태계 오
염지표개발
-자바송사리 DNA
chip개발 및 패
류생체지표개발
- 특별해역건강도
Mapping

- 생물지표개발
및 해역별특화
지표개발
- 특별해역건강도
Mapping(계속)

- 해양환경지수개
발및해역건강도
평가
-특별해역 어패
류독성평가기술
개발
-Mapping(계속)
-해역별 특화지
표/지수개발

- 해양환경지수개
발및해역건강도
평가(계속)
- 특별해역독성평
가기술개발
-Mapping(계속)
-해역별 특화지
표/지수개발

- 해양환경지수개
발및해역건강도
평가(계속)
- 특별해역독성평
가기술개발
-Mapping(계속)
-해역별 특화지
표/지수개발

- 해양환경지수개
발및해역건강도
평가 종합
- 특별해역독성평
가기술개발
-Mapping(종합)
-해역별 특화지
표/지수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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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유류오염

환경재해대응

기술개발

인력 13 13 13 14 14 15 82

예산 26 27 28 31 33 37 182

해안습지

기능성회복을 위한

핵심환경요소 규명

인력 5 6 6 6 6 6 35

예산 9 9 10 11 12 13 64

특정해역(항만)환경위

해도 평가기술개발

인력 8 8 9 9 9 9 52

예산 9 10 11 12 13 14 69

계
인력 26 27 28 29 29 30 169

예산 44 46 49 54 58 64 315

○ 대규모 유류오염이 생태계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주요 관심

사로 등장함에 따라 예산,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거시적 

유류오염 대응 사업 추진 필요

○ 해안습지환경을 구성 조절하는 다양한 환경요소 규명과 해역관

리 및 개발로의 연계를 위한 연구영역 확대로 연구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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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해양오염물질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연안 해수유동환경 실

시간관측 정보확보와 광역 유출유 거동 감시에 활용

○ 5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평가 및 오염저감대책 시행에 활

용하고, 해양수질기준, 해저 퇴적물 환경기준, 생물검정 기준 

등 해양 환경기준 제 개정 자료로 활용

○ 각 해역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지수를 적용하여 오염에 의한 해

양 생태계 영향 파악 및 복원대안 마련

○ 정부의 G7(면제를 위한 위해도 평가)과 G13(전염병 등 비상시 

추가조치) 지침서 국내 수용 지원

기대효과

○ 해양유류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양오염

의 영향이 가시화되기 전에 스트레스 수준의 오염 영향을 파악

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를 통한 환경 개선

○ 유류유출 및 육상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 빈발하는 빈산소 

수괴, 갯벌 파괴 등 연안환경의 파괴에 대비함으로써 해양환경 

재해에 따른 국가손실을 최소화에 기여 

○ 해양환경오염원의 규명 및 오염 영향의 평가를 통해 오염문제 

해결대안 마련

○ G7(면제를 위한 위해도 평가)과 G13(전염병 등 비상시 추가조

치) 지침서를 위한 항만간 위해도 평가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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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에너지 및 미래해양자원 기술 개발

1) 해당기술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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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기술 동향

○ 조류발전은 조류발전기(Stingray 형, Helical 형, 다리우스 형 등) 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수행 중이나 실증실험단계임

○다양한 방식의 파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발한 실해역

적용(Oyster(2009), Ocean Power Technology(2009), Archimedes Wave Swing(2010))을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 중

○ 일본은 '아폴로 & 포세이돈 구상 2025년'에서 2025년에 연간 6,500만 톤의

해조류를 양식해 바이오에탄올을 대량생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GreenFuel Technologies사와 Arizona Public Service사가 발전소

CO2 저감을 위한 미세조류 대량배양에 성공하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상용화 설비 설치 후 운영 중

○ 해저열수광상 개발과 관련하여 노틸러스사는 PNG의 Solwara 1 광구에서는

이미 정밀 조사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채광선,

채광시스템, 양광시스템을 각각 North Sea Shipping Holding AS(노르웨이), Soil

Machine Dynamics(영국), Technip USA(미국)에서 설계 및 제작 중

○ 중국 및 일본은 최적의 EEZ 및 해양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EEZ 및

접경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자원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

○ 미국은 2000년부터 RIDGE 2000 program을 통해 대양과 극한조건에 서식하는

생명체와 생명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

○ 프랑스의 Genoscope,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등은 해양생물의 유전체 해독

이후 기능 분석과 구조생물학 분석 연구를 통해 생명현상 규명 및

해양바이오소재 개발을 진행

○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 컨소시엄인 해양생물센서스,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생물 DNA바코드 컨소시엄 등을 주도하면서 해양생물자원 목록화, 분포 및

종판별 DNA마커 DB구축, DNA칩 개발과 수중음향기술 개발 중

국 외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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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MW급의 시화조력발전소가 2010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이며, 가로림,

인천만, 강화 등에 대한 조력발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

○ 1MW급 시험조류발전소를 울돌목에 건설(2009)하여 실증실험단계이며, 장죽

및 맹골수도에 대한 조류발전 타당성조사 단계

○ 500kW급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표준모델의 설계기술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제주해역에 시험파력발전소 건설을 계획중이며, 2010년부터 부유식

가동물체진자형 파력발전기술개발 착수 예정. 또한, 해수온도차 이용기술은

냉난방설비 분야는 초기단계 연구에 착수하는 단계이나, 발전설비 분야

연구는 미 수행

○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과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의

사업화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에탄올 추출을 위한

전처리․발효공정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업화 대상 기술로 평가

○ 해저광물자원은 연간 300만톤 생산규모의 심해저 광물 상용화 시스템

독자개발을 위해 2006년 우선채광지역 선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채광라인설정과 정밀자원량 평가와 2012년 수심 1,000m급 채광장비개발을

추진 중

○ 통가 EEZ내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을 획득하였으며(2008.3),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2009.4) 정밀탐사 및 상업개발을 위한 평가를 수행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석유공사는 특정해역에 대한 석유․가스 자원

탐사 및 상용개발, 해양(연)은 EEZ 내 종합광물자원 분포 및 매장량 파악을

목표로 연구 수행 중

○ 국내 주요연구기관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유현황은 약 1,400점(미생물

포함)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Hahella chejuensis의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을 통해 유용 유전자 발굴

○ 국토해양부, 환경부는 해양생물자원 목록과 DNA마커 DB구축을 수행 중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KOMBIS 등)

국 내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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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기관의 위치 설정

가. 해외 유사분야 기관과의 비교

○ 조력발전은 프랑스의 EBF와 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프랑스를 100%, 영국을 90% 수준으로 평가 

○ 해저광물분야는 선진국 전문연구기관 대비 주요 기술수준은 광

물자원 분야는 60～70% 수준으로 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연구기관으로 발전 가능 

○ 수중음향을 이용한 해양생물 탐지기술은 노르웨이 SIMRAD사,

미국의 NOAA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적조 및 해파리에 대한 

적용 기술 분야는 해양(연)의 기술력이 우수함

※ COMRA(중국 해양광물자원 연구개발기구), JAMSTEC(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IFREMER(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PIBOC(러시아 태평양생유기화학연구소),
NIH(미국 국립보건원), NCI(미국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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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관련기관과의 위치

○ 조력발전 분야는 국내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으며 

조류는 인하대에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

○ 일련의 집합적 기술체계를 이루고 있는 해양에너지/심해저광물

자원개발 관련 기술은 국내 관련 출연(연)이 축적한 경제적인 

개발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해양(연)에 지원

○ (주)대우조선해양 및 (주)삼성중공업 등 국내기업체는 조선설계 

및 플랜트 설비 제작에 있어 많은 노하우를 지닌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안정성 기술 평가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을 다량 보유 

○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에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SK네트웍스(주), LS-Nikko동제련(주) 등의 민간 4개 기업이 탐

사분야에 투자 참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석유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석유․가스 자원의 상용개발에 중점을 두며, 해양(연)은 국토해

양부의 지원으로 미래국가자원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EEZ 내의 종합적인 해양광물자원 조사 및 매장량 평가를 목표

로 함

○ 해양어류식량자원의 유전적 관리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대학에

서 담수어류를 대상으로 기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

하고, 해양생물자원보전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 개량 및 활용

성 제고를 위한 유전적 관리체계 구축    

○ 해양(연)은 자원증대 최대화 유지기술,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등에 축적된 노하우를 유관기관에 점차적 기술이전, 생명공학 

관련기업과는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실용화기술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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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 수행기술영역  유관기관 수행기술영역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조류발전 기술

․조력발전 기술

- 해저광물자원상용화기술

개발

․심해저 망간단괴 실용화

기술(자원량정밀평가,

집광기개발,

환경영향평가)

․해저열수광상 탐사 기술

․정밀자원탐사 및 매장량

평가 기술(석유․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인산염

광물등)

- 해양생물자원확보및

관리기술

․해양식량 어류자원 기술

개발

․열대해역 생물자원화 기술

․유비쿼터스

해양유용/유해생물 탐지

및 관리 기술

- 해양오믹스활용기술연구

․특이 해양생물의 유전체

분석

․유전체 분석 기반

해양생물의 진화․환경

적응 메커니즘 연구

- 해양바이오신소재개발

․유전체 기반 유용 생촉매

개발

․생촉매 활용 소재 개발

- 해양천연물·유전체

활용기술

․구조/유전체 분석 및 해석

․구조변환 및 유도체 합성

- 한국전력(연)

․대체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발전) 개발

- 한국에너지기술(연)

․청정에너지자원 개발

- 한국지질자원(연)

․심해저 양광, 제련시스템 개발

․동해 대륙붕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매장량 평가 기술

- (주)대우조선해양

․탐사장비 국산화

․심해저 채광선 개발

- (주) 삼성중공업

․심해양광 설계

․심해저 채광선 및 설비

플랜트 제작

- (주) LS-Nikko동제련

․망간단괴 유용금속 회수

․해저열수광체 제련

- 한국생명공학(연)

․생명소재활용기술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양식생물 관리기술

고도화 및 우량화

- 부경대 등 2개 대학

․담수어류 형질전환 연구

․어민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용

- 서울대 등 13개 대학

․천연물 신약, 공정기술,

가공기술 등

- 한국기초과학지원(연)

․단백질체, 대사체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자원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정책 수립

-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해양생태계및생물자원화연구

- 해양(연)
․조류․조력발전핵심요소기술개발
- 한국에너지기술(연)
․조류 및 조류발전 구조물
설계 기술 중 발전시스템
분야 개발

- 해양(연)
․심해저광물자원 총괄
․탐사, 환경 및 집광기술 개발
․공해상 자원개발 정책개발
- 한국지질자원(연)
․근해역 양광
설계/제작/시험/운용기술
․일괄 제련공정 및 플랜트설비
제작 기술

- 국내 기업체
․해양구조물 시공 기술
․선박설계 및 플랜트 설비 제작
․심해굴착 기술
․통가해저열수광상 탐사부분
투자 : (주)대우조선해양,
(주)삼성중공업, (주)SK네트웍스,
(주)LS-Nikko동제련

- 해양(연)
․국내외 해양어류 유래
유용유전자 확보 연구
․DNA칩 및 분석장비 개발
․유해생물 음향특성 분석 및
실해역 실시간 탐지장비 개발
․해양생물 종합관리 DB구축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양식 생물자료 구축
- 해양(연)
․원천소재 발굴 및 생명현상
근원 규명

- 한국생명공학(연)

․응용연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
․유전체 후속연구 공동 수행
- 생명공학기업체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기술
- 대학
․자문, 위탁연구 및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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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
○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 기술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존의 해양선진국에 대한 상대적 수치이며, 해양에너

지 실용화 개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수

준을 종합 판단하여 제시

○ 세부기술은 조류발전기술, 조력발전기술, 심해저 망간단괴 실용화 

기술, 해저열수광상 탐사기술로 설정

○ 해양생물 자원화 핵심기술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국, 유럽(프랑

스, 영국) 등 기존의 해양선진국에 대한 상대적 수치이며, 유전체

해석기술, 바이오소재 개발기술, 산업생물자원화기술 등 해양생물 

자원화 핵심기술 개발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수준을 종합 판단

하여 제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 전략과제  



세부기술의수 

  

 선진국대비세부기술 수준×가중치
 

○ 특히, 조류터빈을 설치하여 발전하는 경우의 발전출력 효율산정은 

다음과 같은 지표로 설정하여 세부기술을 평가 및 산출

η : 터빈효율, ρ : 해수밀도(1.025㎏/㎥),

A : 수로단면적, V : 조류유속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예측결과,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은 선진

국 대비 기술 수준은  2009년도에 75%수준에 이르고, 2014년을 전

후하여 선진국 대비 약 9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심해저 광

물자원개발 기술은 시험집광기의 근해역 성능검증 시험을 마친 

2009년도에는 67%수준, 일관제련 전정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2011

년을 전후하여 선진국 대비 약 75%,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심해

역 채광 통합거동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선진국 대비 9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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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인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 기술, 해양생물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의 2009년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평균 약 54% 수준

○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예측치를 도시하

였는바 해양생물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은 2014년

을 전후하여 선진국 대비 8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양생

물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의 경우 2014년에 선진국 대비 약 91%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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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표│

핵심기술 2009년 현황 2014년 전망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수준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수준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조력은
프랑스 EBF,
조류는 영국
MCT.

조력발전은
시화호,
조류발전은
울돌목

75% 조력은
프랑스 EBF,
조류는 영국
MCT.

실해역 운영 95%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

수심
5천미터
실증실험

수심
100미터
실증실험

67% 수심
5천미터
실증실험

수심
2천미터
실증실험

91%

해양생물
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국가별
전략어류품
종의 산업화
달성

기반기술

개발 단계

60% 국가별
전략품종
산업화 확대

어류2종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91%

해양생물
기능 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스크립스연
구소,타이거
연구소,
JGI 연구소

거대해양생
물오믹스분
석가능

54% 스크립스연
구소,

타이거연구소,
JGI 연구소

해양생물의
오믹스지식
기반

응용활용

85%

노보자임,

제넨텍,

제네코아

다양한
해양생물유
래 단백질
신소재,
효소개발
가능

노보자임,

제넨텍,

해양생물유래
단백질

신소재,
효소개발의
산업응용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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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SCI 논문 및 특허출원 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6 4 6 4 6 4 6 6 6 6 10 6 40 30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기술
개발

8 9 11 16 12 13 13 12 13 17 13 17 70 84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기술

9 4 10 4 13 4 14 5 16 6 16 6 78 29

해양생물
기능해석 및
바이오신소재
개발

12 8 14 10 17 13 19 16 20 17 21 18 103 82



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           

7878787878787878787878787878787878   

5) 전략과제

가.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인천만 조력발전
실용화 기반 구축

-인천만 조력발전
실용화 기반 구축

-서해의 만 환경
해양특성조사 및
조력발전 개념설
계

-천서해의 만 환경
해양특성조사 및
조력발전 개념설
계(계속)

-서해의 만 환경
해양특성조사 및
조력발전 개념설
계(계속)

-서해의 만 환경
해양특성조사 및
조력발전 개념설
계(종합)

조류발전시스템

기술개발

- 조류발전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 조류발전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특정해역 대상 조
류발전 개념설계

-특정해역 대상 조
류발전 개념설계
(계속)
- 부유식(착저식)조
류발전 설계

-특정해역 대상 조
류발전 개념설계
(계속)
-부유식(착저식)
조류발전 설계

- 부유식(착저식)조
류발전시스템 제
작 및 설치

파력 및 온도차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진동수주형 시험
파력발전소 설계
-우리나라 해수온
도차에너지 부존
량 조사

-진동수주형 시험
파력발전소 제작
-해수온도차맵작성

-진동수주형 시험
파력발전소 건설
-열대해역 온도차에
너지 부존량 조사

-가동물체형 시험
파력발전소 설계
-열대해역 온도차에
너지 자원량 평가

-가동물체형 시험
파력발전소 제작
- 1MW급 해수온도
차발전시스템 설
계기술 개발

-가동물체형 시험
파력발전소 건설
- 1MW급 해수온도
차발전시스템 설
계기술 개발

해양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바이오에너지 원료
조류의 뱅크 운영

-고효율 균주 탐색
및 대량생산 구축

-소형플랜트 설계·
운영

-사업화를 위한 한
국형 바이오연료
모델 개발

-사업화를 위한 한
국형 바이오연료
모델 개발

-사업화를 위한 한
국형 바이오연료
모델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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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조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인력 4 4 4 4 4 4 24

예산 16 17 19 21 22 24 119

조류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인력 3 3 3 3 3 3 18

예산 30 31 34 37 40 43 215

파력 및 온도차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인력 5 5 5 6 6 6 33

예산 36 37 41 45 48 52 259

해양바이오 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인력 8 8 8 9 9 9 51

예산 15 15 17 18 20 22 107

계
인력 20 20 20 22 22 22 126

예산 97 100 111 121 130 141 700

○ 요소기술의 세계적 기술 수준 진입을 위한 요소기술별 인력 정

예화 및 투입인력의 효율적 관리

○ 단기적으로는 학연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개발에 

의한 정부지원금 유지/증액

○ 중장기적으로는 실용화 연구를 통해 발전자회사 등 민간부문에

서의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실용화 및 상용화 추진



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중기전략계획           

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   

활용계획

○ 조력․조류발전시스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상용조

력발전소 및 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

○ 조력,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플랜트 개발로 신해양산업 창

출 및 수출 산업화  

○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통한 바이오연료 공급 시스템 구축  

○ 민간 바이오연료 사업화를 통한 녹색 신산업 창출 

○ CDM사업의 UN 등록을 통한 기후변화 협약 대응

기대효과

○ 무공해 자연에너지 획득기술 실용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기

후변화분야 적극 대처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 마련

○ 연안해역의 생활여건개선 및 고용/소득 증대로 국토의 균형발전

○ 우리나라에 부존된 약 6,500MW의 조력에너지와 약1,000MW의 

조류에너지를 개발하는 경우 연간 13,000G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5백만톤 이상의 CO2 저감효과가 기대됨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고효율 품종 탐색, 대량배양기술개발,

최상위 발효/디젤추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세계 최고 기술 확보

○ 온실가스 감축 관련 CDM사업화 및 친환경적 미래 녹색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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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연구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심해저 망간단괴
상용화 기술 개발

-망간단괴 1차 채광
후보지역선정 탐사
-잔연환경baseline및
수층내 잔사배출수
심 설정
-수심100m급 근해
역 통합채광시험
-일일200kg 제련단
위공정 규모확대시
험

-망간단괴 1차 채
광후보지역선정
탐사
-수층내 잔사배출
수심 설정
- 수심 1 0 0 0 m급
PPMT설계

-일일200kg 제련단
위공정 규모확대
시험

-망간단괴 1차 채
광후보지역선정
완료
-환경충격시험설계
- 수심 1 0 0 0 m 급
PPMT제작
-일일200kg 제련단
위공정 규모확대
시험

-망간단괴 채광장
애지역 및 채광루
트 설정기술개발
-환경충격시험시스
템제작
-수심1000m급
PPMT시험
-일일200kg 제련일
관공정시험 및 일
일2톤공정설계

-망간단괴 채광장
애지역 및 채광루
트 설정기술개발
-환경충격시험
-수심2000m급
상용화PMT제작
-일일2톤공정시험
설비제작

-망간단괴 광구최
적화 연구 및 채
광루트맵 작성
-환경충격시험 및
환경모니터링
-수심2000m급 상
용화PMT제작
-일일2톤공정시험
설비시험

해저열수광상
상용화 기술 개발

-통가EEZ 해저열수
광상 정밀탐사
-인도양 공해 해저
열수광상 탐사

-통가EEZ 해저열
수광상 정밀탐사
-인도양 공해 해저
열수광상 탐사

-통가 EEZ 해저열
수광상 개발지역
선정/개발권 확보
-인도양 공해 해저
열수광상 광구등
록지역 선정

-인도양 공해 해저
열수광상 광구등
록 추진
-피지EEZ 해저열
수광상 정밀탐사

-인도양 해저열수
광구지역 정밀탐사
-피지EEZ 해저열
수광상 정밀탐사

-인도양 해저열수
광구지역 정밀탐사
-피지EEZ 해저열
수광상 정밀탐사

EEZ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동해 울
릉분지 동쪽사면)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동해 울
릉분지 서쪽사면)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황해 군
산분지)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황해 흑
산분지)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남해 소
라분지 북부)

-한국 EEZ내 자원
부광대 해역 정밀
자원조사(남해 소
라분지 남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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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심해저 망간단괴

상용화 기술개발

인력 15 16 17 18 18 18 102

예산 46 48 53 58 62 67 334

해저열수광상

상용화 기술개발

인력 6 6 6 6 6 7 37

예산 19 20 22 24 26 28 139

EEZ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인력 11 12 12 13 13 13 74

예산 27 28 31 33 35 38 192

계
인력 32 34 35 37 37 38 213

예산 92 96 106 115 123 133 665

○ 망간단괴 개발 관련 2012년 수심 1,000m급 채광시험 이후 민자

유치 추진

○ 통가 및 피지 탐사권 확보지역에 대한 해저열수광상 상업 개발

의 정밀탐사에 민자유치 추진

○ 해저광물자원 분야는 국가 R&D 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하여 필

요 예산을 확보하며, 정밀자원조사 분야에 신규인력을 채용하

여 관련 연구 역량을 확충하여 상용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사업인력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도록 하

며, 산업계 등과 연계한 상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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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현대 산업사회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금속광물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할 해양개발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

하고 새로운 해양장비산업(심해유인 / 무인잠수정, 해저면 굴착

장비 등) 창출 등 기술파급 및 해양산업기술 발전유도

○ 우리나라 EEZ 내 종합적인 광물자원분포를 바탕으로 최적의 

EEZ 경계협상 전략 및 미래국가자원개발전략 수립

기대효과

○ 망간단괴 연간 300만톤 상용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간 15억

불 이상의 수입대체 및 국내 광물자원 자급률 향상

○ 해저열수광상(30만톤/년 생산)은 연간 1억불의 광물자원 수입대

체를 통한 경제력 향상 및 국제광물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기대

○ 해양지질 및 해양환경 현상에 대한 과학지식의 축적을 통한 해

양개발기술 확보

○ 인도양 공해지역 해저열수광상 개발 광구 확보

○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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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뱅크
구축

-국내연안해양
생물자원(200
종)확보 및 스
크리닝, 주요
생물의 분자마
커분석

-해외해역에서
생물자원 (150
종) 획득
-생물자원생체
소재 뱅크 기
반구축

-열대, 극지 해
양생물 (200종)
및 해양미생물
자원 (500종)확
보채집
-해양생물유래
화학종 분석기
술확보

-열대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산업생물생산
기술 기반 구
축

-산업생물모패
육성 및 관리
기술개발
-해양생물유래
화학종 분석
(100종)

-산업생물대량
생산 기술 확
보
-상용화 생산
및 생산기술
이전

해양식량
어류자원
기술

-어류 내재 유
용유전자확보

-유용유전자보
유 우량친어군
확보

-우량 친어의
생리적 특성
연구

-차세대자손의
경제형질 비교
연구

-신품종 계통
생산

-신품종계통의
유전적 관리
체계구축

유비쿼터스
해양유용/유해
생물관리기술
개발

-실시간현장탐
지 DNA칩 및
음향탐지 시스
템제작

-DNA칩 현장
분석기 및 음
향탐지 시스템
실해역 적용
기술개발

-해양생물관리
기술 시범해역
운영 체계와
정보서비스 체
계구축

-남해생태계해
양생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황해생태계생
물자원 관리
시스템 시험해
역설치

-황해생태계생
물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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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뱅크 구축

인력 13 14 14 15 16 16 88

예산 23 24 26 27 28 30 158

해양식량 어류자원
기술 개발

인력 1 1 1 1 1 1 6

예산 2 2 2 2 2 2 12

유비쿼터스
해양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인력 5 5 5 5 5 5 30

예산 9 10 10 11 11 11 62

계
인력 19 20 20 21 22 22 124

예산 34 36 38 40 41 43 232

○ 유비쿼터스 해양 유용/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세부과제는 산·

학·연 협동과제로서 해양(연), (주)지노첵, (주)LIG 넥스원, 한양

대학교의 전문인력이 과제에 참여. 특히,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및 한양대학교의 대학원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연구의 활성화와 

인력양성 효과

○ 본 과제의 예산은 2010년까지 해양(연) 일반사업 예산에서 투입

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참여기업의 출연금과 공동연구비가 

추가될 예정 

○ 해양생물자원 확보 기술은 연구 초기 단계에는 관련 유관기관

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부족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연구원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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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해양식량 어류자원의 국가적 유전 혈통의 정보관리를 체계화하

고 관련 연구 기관 및 산업계에 유용유전자와 이를 보유한 어류

를 제공하여 연구 기반 확충 및 산업적 허브 역할 담당에 활용

○ 해양 유해생물 (해파리, 적조 생물 등) 출현의 실시간 탐지 및 

경고 서비스

○ 어류 및 주요 해양생물 변동의 준 실시간 분석과 인터넷을 통

한 정보서비스

○ 우리나라 전 해역에 해양생물 변동 탐지시스템 구축과 운영 

기대효과

○ 국가간 해양생물자원 선점 경쟁에서 우위적 위치 확보 

○ 해양 유해생물 대량 발생에 의한 인적 상해, 양식장 피해, 발전

소 등의 산업적 피해 예방

○ 해양생물 출현량과 종조성 실시간 분석분야의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 확보  

○ MT, IT, BT를 융합한 해양생물자원 관리 신산업 창출

○ 생물자원 및 미생물, 생물유래 화학종을 포함한 뱅크구축으로 

생명공학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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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생명 기능해석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양 오믹스
활용기술
연구

-해양유전체 5
종 해석

-에너지 대사
관련 해양
미생물 5종
유전체 해독
-수소생산, 고
온 적응 등
해양생명현상
규명 (4종)
- 질병연관단
백질의 물리
ㆍ생화학적
특성 분석
및 결정화

-에너지 대사,
환경 지시
미생물 6종
유전체 해독
-빈영양 적응
기작 이해
(광이용 미
생물)
- 질병연관단
백질 (Lon,
Clp, IDE)의
구조 분석 및
활성 분석

-에너지 대사,
환경지시 미
생물 8종 유
전체 해독
-빈영양 적응
기작 이해
(cyanobacteria)
- 질병연관단
백질 구조활
용 기작분석

-고등생물 유
전체 대량
해독 (8종)

-초고온 에너
지대사 기작
이해 (고세균)
- 구조기반질
병연관단백
질 표적물질
분석

-고등생물 유
전체 대량
해독 (8종)

- 에너지대사
기작 이해
(중온성세균)
- 구조기반 질
병연관단백
질 표적 물
질개발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고분자물질,
효소 등)

-살조, PAHs분
해 유전자
-광학특이적 생
촉매 발굴

-살조, PAHs
분해 유전자
- 광학특이적
생촉매 발굴

-살조, PAHs
분해 유전자
-광학특이적
생촉매 발굴

-살조, 유류분
해 생촉매 대
량생산
-광학특이적
생촉매 발굴

-환경관련 생
촉매 상용화
-에너지 관련
생촉매 발굴

-에너지 대사
생촉매 발굴
- 해양오손처
리 생촉매
발굴

해양 천연물
활용기술

-항암선도물질
및 항생물질
의 확보

-해외 해양
생물유래 신
규 물질 발
굴

-신규 유도체
합성 및 구조
-활성 상관관
계 연구

-신규 유도체
의 동물실험
을 통한 활성
검증

-신규 유도체
의 동물실험
을 통한 활성
검증

-독성시험 및
작 용 기 전
규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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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해양 오믹스 활용

기술

인력 - 7 7 7 7 8 36

예산 - 15 15 16 17 17 80

해양바이오신소재

개발 기술

인력 2 2 2 2 2 2 102

예산 12 13 14 15 17 18 114

해양 천연물·유전체

활용 기술

인력 18 19 19 15 15 16 12

예산 21 22 23 15 16 17 89

계
인력 20 28 28 24 24 26 150

예산 33 50 52 46 50 52 283

○ 해양 오믹스 활용기술은 초기 원천․기반기술인 오믹스 연구를 

중심으로 인력 및 예산을 투자하되 단계적으로 신소재 개발을 

포함한 오믹스 활용기술 및 천연물 개발 연구의 비중 강화

○ 내부 인력 양성 및 외부 인재 영입 등의 방법으로 주요 연구분

야 핵심 인력 보강

○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기관고유사업을 매칭시키는 방식으

로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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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유용생물선정 및 오믹스 분석 결과관리를 위한 해양생명자원뱅크 활용

○ 구축된 오믹스 기술 및 결과를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지적재산권 취득 후, 원천소재를 바탕으로 바이오벤처들과 연계

하여 다양한 파생기술 개발에 활용

○ 해양생물유래 질병단백질의 구조 기반 신약 설계 기술 정립에 

활용 

○ 해양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화장품, 기능성 소재의 개발에 활용

○ 해양극한생물유래 극한효소 및 광학특이적 효소 개발 및 산업적 

활용가치 확보

기대효과

○ 전통해양생물학과 최신생명공학기법의 유기적 결합 및 해양생물 생명

현상 이해 향상 

○ 오믹스 연구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해양생물연구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 해양천연물 개발로 인한 해양생물유래 유용 신소재 개발 및 활용 연

구 활성화

○ 원천유용신소재 개발에 따른 원천소재,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 해양․극한생물 자원 확보와 분자생물학적 연구 기법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토대 마련

○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통한 protein quality control 생명 현상의 이해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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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1) 해당기술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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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기술 동향

○미국에서는 NOAA, EPA, U.S. Army 등의 후원 하에 3개 항만을 시범항만으로

지정하여 항만 확장, 수변공간의 활성화, 오염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항만리모델링 수행

○유럽과 북미에서는 20~30년 전부터 항만구조물 최적 설계 기술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는 상당한 결과 도출 및 각 분야별 기술 체계화

○ 2007년 네덜란드는 인공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술개발 집중

○미국은 6,500m급 무인잠수정 JASON2를 운용 중에 있고, 최근 11,000m급

무인잠수정 HROV를 개발하여 시험탐사에 성공

○음향 탐사 기술은 미국의 MBARI, WHOI, SIO 등 해양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빔형성 신호처리, 합성개구소나 기술 등에 관한 연구 진행

○ e-Navigation은 2005년 12월 IMO MSC(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81차 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선정, 2008년까지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의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해양사고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SAFEMED, SAFECO, THALASSE, PTP)를 진행

○선박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박유체역학 분야의

수치해석 기법 개발이 미국, EU, 일본 등에서 활발히 진행

○ IMO에서는 선박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환경 친화형 Eco-Ship 개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

국 외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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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구조물 건전도 및 재활용성 평가, 항만기능성 제고, 친수친환경 공법

개발, 경제성 평가기법 개발 등의 연구가 수행

○ 교량구조분야에서 최초로 최적 신뢰성기반 설계기술이 도입되어 현재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분야는 미약한 상태

○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를 세계 네 번째로 개발하여 동해와

태평양에서 각각 시운전

○ 해양(연)은 수중무선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군사적 용도의 수중물체 탐지 기술에 국한하여

연구 진행

○ 국가 해상안전종합정보센터(GICOMS)의 고도화, 해양교통시설의 첨단화,

선교항해 및 통신장비의 통합화 및 육상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e-Navigation 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구 추진 중

○ 해양(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기반 항만관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술개발”을 수행 중

○ 국내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해양(연), 해양수산연수원 및 해양관련

대학에서 선원피로, 운항스트레스, 선원 직업병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을 수행

○ 해양(연)에서 개발한 수치해석 시스템인 WAVIS(WAve and VIScous flow

analysis system)는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 선박설계회사, 대학교에서 사용

○ 해양(연)을 중심으로 소형무인탐사선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민군과제를

통해 원격선박통제제어기술을 개발 중

○ GBS, Risk based design, FSA 등 선박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해양(연)에서 수행 중

국 내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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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기관의 위치 설정

가. 해외 유사분야 기관과의 비교

○ 첨단항만․인공섬 분야에서는 일본의 PARI나 미국의 U.S.

Army 등이 앞서 있으며, 해양(연)의 경우 2012년에 대등한 수

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6,000m급 무인잠수정을 자

체 개발함으로써 잠수정 개발기술은 80%정도의 기술수준 도달

○ 수중통신 관련 주요 선진기관(WHOI 등) 대비 모뎀 기술은 

85% 수준이고, 네트워크 기술은 60% 수준이나 향후 네트워크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2014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기술 

확보기관으로 입지 구축

○ 선박의 유체역학 성능의 해석 기술은 세계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저항, 추진성능 향상에 기여

※ JAMSTEC(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IFREMER(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WHOI(미국 우주홀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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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관련기관과의 위치

○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해양(연), 대학, 기업 간의 관․연․학․

산 공동추진이 중요하며, 첨단항만에 대한 연구개발성과가 실

용화가 되는 것과 함께, 인공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의 협조 필요

○ 해양(연)에서는 무인잠수정 개발 운용기술 개발 및 과학적 활용

을 담당, 기업체에서는 잠수정의 제작과 운용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대학에서는 핵심 요소기술의 고도화에 기여

○ 선박의 종합적인 유체역학 성능 해석에서 해양(연)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수치해석 시스템(WAVIS)은 설계 능력을 

가진 국내 모든 조선소에서 활용

○ 친환경선박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은 초보적인 단계로 관련 

정부 부처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

○ 특히 선박 안전성 및 GHG 감소 분야는 국제기구(IMO)의 규정 

제정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의 지원 및 산학연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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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 수행기술영역  유관기관 수행기술영역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

․항만 리모델링 공학기반

구축

․항만구조물 최적

설계기술

․인공섬 구조 시스템

- 해양장비 핵심기술

․심해무인잠수정 탐사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시험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해상교통 위해도 평가 및

교통환경 개선 기술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지원기술

․해상 인적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선박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환경친화형 청정선

․무인선박 핵심기술

․선박안정성능 향상 기술

- 한국건설기술(연)

․매립식 인공섬 조성 기획

․LRFD 신뢰성 설계 연구

- 건국대학교 등 대학

․노후 방파제 보강기법 개발

- 한국지질자원(연)

․심해저 지질조사 및 지질

재해 연구

․해저 지질조사 및 지질 재해

연구, 탄성파 탐사 기술

- (주)대양전기

․무인잠수정 제작기술

- (주)대우조선해양 이엔알

․수중해양 탐사장비 기술

- 서울대 등 13개 대학 잠수정

활용

․해양 기초조사․연구

․음향채널특성 분석

- 국방과학연구소

․중저주파(수동) 소나 신호처리

기술

- 전자통신연구원

․선내 유무선통신 기술

-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 기상연구소

․해양기상 관측 및 예보기술

연구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해양자료 수집

분석 및 DB화

- 해양(연)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

․해양장비·구조물 핵심기술

․e-Navigation 기반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운송체 성능 및 스마트 선체

핵심기술

- 대학
․인공섬 조성 관련 기초연구

수행

․자문, 위탁연구를 통한 요소

기술의 고도화 및 인력 지원

- 기업
․친수친환경 공법 개발

․현장실증실험용 시설 투자

- 한국지질자원(연)
․해저지질조사 연구에

음향탐사 장비 활용

- 국립해양조사원
․음향탐사 장비 활용

․전자해도DB 제공

- (주)대양전기
․무인잠수정 기술의 상용화

- (주)대우조선해양 이엔알
․수중 탐사용 음향 및 카메라

장비 개발 상용화

-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VTS/AIS해상교통DB 정보제공

․GICOMS

해상교통DB정보제공

- 기상연구소
․해양기상 실시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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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
○ 첨단 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핵심기술의 선진국 대비 수준은 미

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의 선진국에 대한 상대적 수치 

○ 세부기술인 첨단항만공학․인공섬 핵심기술, 해양장비․구조물 핵

심기술, 해상교통안전 고도화 기술,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에 관련

된 전분야에 대한 수준을 종합 판단하여 제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 전략과제  



세부기술의수 

  

 선진국대비세부기술 수준×가중치
 

○ 세부기술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평가는 세부과제의 대표

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년도 과

학기술수준 평가결과”를 적용

○ 또한 2004년 이후에는 국내 학술지, 보고서(MT 개발계획/2004,

MT 로드맵/2005, 미래사회를 향한 해양국가유망기술/2007) 등 전

문가 그룹의 의한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상대적인 가

중치는 대표적인 세부기술에 대하여 동일하게 배분 

○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은 2009년 선진국 대비 약 77%, 2011년

도에는 약 83%, 2014년도에는 약 88%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 해양장비 핵심기술은 2009년 선진국 대비 약 73%, 2011년도에는 

약 81%, 2014년도에는 약 90%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 해상안전고도화 기술은 2009년 선진국 대비 약 65%, 2011년도에는 약 

73%, 2014년도에는 약 82%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은 2009년 선진국 대비 약 60%, 2011년도에는 약 

68%, 2014년도에는 약 76% 수준의 기술력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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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항만

2009

해양정비

2010 2011 2012 2013

50

100

(%)

기

술

력

지

수

6865

해상안전 운송체

2014

81
76

88

73

60

77
73

85
82

90

첨단항만

2009

해양정비

2010 2011 2012 2013

50

100

(%)

기

술

력

지

수

6865

해상안전 운송체

2014

81
76

88

73

60

77
73

85
8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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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기술격차 분석표│

핵심기술
2009년 현황 2014년 전망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
수준 세계최고 국내현황 대비

수준

첨단항만

- (리모델링)
미국 현장 적용
- (인공섬)
네덜란드 관련
기술개발

- (리모델링)
시스템 개발
- (인공섬)
기획연구 종료

77% - (리모델링)
미국
기술상용화
- (인공섬)
네덜란드
관련기술현장적용

- (리모델링)
기술 상용화
- (인공섬)
핵심기술 개발

88%

해양장비

- (무인잠수정)
미국 6,5000m급
운용
- (수중음향)
미국 기술개발

- (무인잠수정)
6,000m급 시범운행

- (수중음향)
군사적 용도로
개발

73% - (무인잠수정)
미국 11,000m급
운용
- (수중음향)
미국 기술상용화

- (무인잠수정)
6,000m급
핵심기술
상용화
- (수중음향)
해양정보
시스템과 연동

90%

해상교통

- (e-Navigation)
미국 관련 기술
IMO 승인
- (해상안전)
유럽, 일본, 미국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 (e-Navigation)
개념연구 수행

- (해상안전)
기초적인
연구수행

65% - (e-Navigation)
관련 기술 보급

- (해상안전)
유럽, 일본,
미국 기술
실용화

- (e-Navigation)
IMO 승인

- (해상안전)
포괄적
기술개발 완료

82%

운송체

- (선박자유)
미국 수치해석
기법 개발 중
- (청정선)
일본 Eco-ship
프로젝트 진행

- (선박자유)
요소기술개발 중

- (청정선)
요소기술개발 중

60% - (선박자유)
관련 기술 상용화

- (청정선)
Eco-ship
요소기술 상용화

- (선박자유)
복합기술 개발

- (청정선)
신개념 설계
기술 개발

76%

기타의견

첨단항만 : 응용성이 높으며, 민간기업의 협조 필요
해양장비 :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
해상교통 :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기술
운송체 : 미래 대체 선박으로 시장성 확대 전망

│연차별 SCI 논문 및 특허출원 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논문 특허
첨단항만․인공
섬 핵심기술

3 2 4 2 7 3 2 2 2 1 2 1 20 11

해양장비․구조
물 핵심기술

3 5 5 5 6 3 7 3 7 4 7 3 35 23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6 - 6 1 7 2 8 2 8 3 8 3 43 11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

2 - 6 2 6 - 8 2 8 - 8 2 3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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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과제

가.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항만 리모델링
공학기반 구축

-건전도 및 재
활용성 평가
시스템 개발
-기능성제고 및
친수친환경 공
법 개발

- 평가시스템
현장 적용 및
성능분석
-기능성 제고
및 친수친환
경 공법 현장
적용

-평가지침 개
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기능성 제고
및 친수친환
경 공법 지침
서 개발

- 평가시스템
상용화(I)
-기능성 제고
및 친수친환
경 공법 상용
화(I)

-평가시스템
상용화(II)
-기능성 제고
및 친수
친환경 공법
상용화(II)

- 평가시스템
상용화(III)
- 기능성 제고
및 친수
친환경 공법
상용화(III)

항만구조물
최적설계 기술 개발

- 목표파괴확률
결정

- 항만구조물
신뢰성설계
표준서 개발

- 항만구조물
신뢰성 해석
프로그램 개
발

-한국형 항만
건설 기준서
작성

-한국형
항만설계
표준서 작성

-국제화에
부합하는
항만설계
매뉴얼 제작

인공섬 구조 시스템
개발

-인공섬 목적별
요소기술 분석
및 과제 기획

-해상폐기물처
분장 요소기
술 개발
-반응성배수공
법 개발

-인공섬 입지
정보시스템
구축

-Recycling
island 및
Energy island
요소기술
개발

-Recycling
island 및
Energy island
요소기술
개발

- Recycling
island 및
Energy island
건설기술
지침 작성

로드맵

2009               2010 2011                 2012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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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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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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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ㆍ기능

■ ▣ □

고
중요도

저

연 도

● 기초연구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전략

◎ 실용화연구 ○ 기술도입

첨단항만·인공섬 핵심기술개발

2013                  2014

항만구조물
최적설계
기술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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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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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별 목표파괴확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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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항만 리모델링
공학기반 구축

인력 1 1 1 1 1 1 6

예산 3 3 3 3 3 4 19

항만구조물
최적설계 기술 개발

인력 2 2 2 2 2 2 12

예산 4 5 5 6 6 7 33

인공섬 구조 시스템
개발

인력 2 2 2 2 2 2 12

예산 4 4 4 5 5 5 27

계
인력 5 5 5 5 5 5 30

예산 11 12 12 14 14 16 79

○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2011년 

이후 매년 5억의 연구비 투입 필요

○ 신뢰성 설계기술 사업은 해안수리, 구조 및 지반공학 분야별 

전문가와 그에 따른 연구비를 균형있게 배분

○ 2009~2011년은 현재 수행중인 ‘친환경 인공섬 조성 핵심기술 

개발’을 해양(연) 기본과제로 진행하며, 2012~2014년은 국가연

구개발과제로 핵심 실용화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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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항만시설물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본자료로 사용

○ 방파제와 안벽 등 항만구조물에 선진 설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설계정도 향상 및 해외 프로젝트 접근의 용이성 제고

○ 개발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실용화를 위한 대형 국가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기대효과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 친수친환경성을 개선함으로

써 효율적인 항만 개발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설계 정밀도 향상으로 자연재해 저감효과와 엔지니어링 기술의 

수입대체효과 및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유리한 위치 선점

○인공섬의 요소기술 개발 성과는 향후 대형 국가사업의 추진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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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심해무인
잠수정
탐사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시험

-심해무인잠수
정 이용 냉수
환경 탐사

-무인잠수정
탐사기술 고
도화

-심해무인잠수
정 요소기술
실용화

-심해무인잠수
정 탐사기술
실용화

-심해무인잠수
정 개발기술
의 상용화

-심해무인잠수
정 운용 탐사
기술의 상용
화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개발

-초음파 영상
취득 신호처
리 기술 개
발, 네트워크
모뎀 기술개
발, 멀티대역
Ad-hoc 모뎀
개발

-초음파 영상
보정기술 개
발, 이동형
수중음향 접
속기술 개발,
선 박 간
Ad-hoc 네트
워크 개발

-초음파 영상
취득 테스트
베드 시스템
구축, 네트워
크 연동 기술
개발, 해양
네트워크 실
증 시험

-이동 효과를
고려한 신호
처리 기술 고
도화, 고속
통신 /장거리
통신 기반 기
술 개발, 해
양 네트워크
실증시험

-초음파 신호
이용 표적 탐
지 기술 개
발, 고속 통
신/장거리 통
신 채널접속
기술개발, 멀
티 대 역
Ad-hoc 모뎀
소형화

-초음파 신호
및 영상 이용
표적 인식 기
술 개발, 고
속 통신/장거
리 통신 단말
기 개발, 해
양 정보시스
템 연동

로드맵

네트워크 모뎀
기술 개발

수중 이동네트워크
접속 기술 개발

고속통신 및 장거리 통신 기술 개발

실시간 빔형성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고정밀 초음파 카메라 시스템 구축

초음파 영상 고도화를 통한
표적 탐지 및 인식 기술 개발

해양 Ad-hoc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해양 Ad-hoc  모뎀 실증
실험 및 모뎀 소형화

해양 Ad-hoc망과 물류
정보망 연동 기술 개발

심해무인잠수정 기술 실용화

심해무인잠수정 탐사기술 고도화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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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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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ㆍ기능

■ ▣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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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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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전략

◎ 실용화연구 ○ 기술도입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2013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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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이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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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빔형성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고정밀 초음파 카메라 시스템 구축

초음파 영상 고도화를 통한
표적 탐지 및 인식 기술 개발

해양 Ad-hoc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해양 Ad-hoc  모뎀 실증
실험 및 모뎀 소형화

해양 Ad-hoc망과 물류
정보망 연동 기술 개발

심해무인잠수정 기술 실용화

심해무인잠수정 탐사기술 고도화

2009               2010 2011                 2012

심해무인
잠수정

탐사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실험
세
부
과
제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제품ㆍ기능

■ ▣ □

고
중요도

저

■ ▣ □

고
중요도

저

연 도

● 기초연구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전략

◎ 실용화연구 ○ 기술도입

● 기초연구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전략

◎ 실용화연구 ○ 기술도입

해양장비 핵심기술 개발

2013                  2014

■

■

심해무인잠수정
음향 탐사 장비

구리, 니켈

코발트

무인잠수정 기술상용화

CFD based 시뮬레이션

◎

◎

■ ■ ◎

●

◎

■◎

■● ●

●

●●

■

■ ■

■

■ ■◎

이심이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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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심해무인잠수정
탐사기술 실용화
및 실해역
운용시험

인력 8 8 7 8 8 9 48

예산 22 23 23 24 25 26 143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인력 5 5 5 5 5 5 30

예산 12 12 13 13 14 14 78

계

인력 13 13 12 13 13 14 78

예산 34 35 36 37 39 40 221

○ 2010년까지 무인잠수정 기술고도화 및 운용기술 확보를 위한 

최소 인원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실해역 탐사운용이 예상되는 

2011년부터는 2교대 운용요원(6명)과 기술지원(5명) 및 과학자 

인력(4명) 투입

○ 음향탐사분야는 기반 기술육성을 위하여 기본연구사업에서 지

원하고, 해양통신기술 분야는 국가 R&D 사업을 통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

○ 통신 신호처리분야 및 소프트웨어분야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관련 연구 역량을 확충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사업인

력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도록 하며, 대학 등

에 위탁을 통하여 기초기술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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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심해무인잠수정 기술을 활용하여 다학제적 심해해양과학 탐사를 

위한 고정밀 수중작업 및 관측에 활용

○심해무인잠수정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국방기술과 다종․다기

능 해양탐사장비 개발에 활용

○수중통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및 수중 장비간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인프라 기반 기술로 활용 

○단속없는 해운물류 정보 수집 체계에 활용

기대효과

○심해무인잠수정 핵심원천기술을 이용한 다종·다기능 해양탐사장

비 산업의 창출과,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상용화 추진으로 수

출 및 수입대체 효과 

○각종 소나 장비를 비롯한 해양장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고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

○수중통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실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입 

대체 및 국내 산업 육성

○해상에서의 저렴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시스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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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상교통 안전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상교통 위해도
평가 및

교통환경 개선
기술

-해상교통 위
해도/환경지
수 개념연구

-해상교통 위
해도/환경지
수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반 해상
교통 위해
도/환경지수
검증 연구

-온보드형 해
상교통 위해
도/해상교통
환경평가 시
스템 개발

- 육상관제용
해 상 교 통
위해도/해상
교통환경평
가 시스템
개발

-실해역 해상
교통 위해도
/해상교통환
경평가 성
능시험/보완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지원기술

-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시스템 개념
연구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알고리즘 모
델링 및 시
스템 설계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시스템 시
작품 제작
및 모형시험

-온보드형 장
애물 인식/
충돌회피 시
스템 설계

-온보드형 장
애물 인식/
충돌회피 시
스템 제작

-실해역 장애
물 인식/충
돌회피 시스
템 성능시험
/보완

해상 인적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인적사고 분
석 및 평가
기술 개발

-인적요인 조
사분석 프로
그램 개발

-운항 위험평
가 시뮬레이
터 개발

-해상작업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해기전문인력
-생애관리기술
개발

-해기능력 강
화 시뮬레이
터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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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해상교통 위해도
평가 및 교통환경
개선 기술

인력 1 1 1 1 1 1 6

예산 3 3 3 3 3 4 19

e-Navigation 기반
선박 충돌/회피
지원기술

인력 - 5 5 5 5 5 25

예산 - 10 10 11 12 14 57

해상 인적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인력 1 1 1 1 1 1 6

예산 1 1 2 2 2 2 10

계
인력 2 7 7 7 7 7 37

예산 4 14 15 16 17 20 86

○ 2009~2010년은 원천기술개발, 2011~2012년은 기술개발의 검증,

2013~2014년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해역 시험을 진행하여 기

술 완성

○ 기술완성시기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이 원천기술개발시기에 비

해 약 1.5배 소요

○ 연구 초기 단계에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부족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연구원내 전문인력 확보

○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연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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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온보드형 및 육상관제지원용 위해도/해상교통환경지수 평가시

스템으로 활용

○ 선박탑재형 및 육상지원용 충돌회피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 연구성과를 해운사 및 사고조사기관에 보급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

기대효과

○ 위해도 및 해상교통환경 개선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측을 통한 신속대응 및 부두물류운송 효율 증대

○ 충돌회피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 충돌사고의 직접적 예방 

및 해양안전 증대

○ 해양사고의 요인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률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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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송체 성능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선박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동격자계생성
프로그램개발

-비정상 운동성
능해석

-비정상 조종성능
해석기법개발

-실선 추진 성능
해석 및 난류모
형개발

-Numerical
Towing tank
기반구축

- 선박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
스템개발

무인선박
핵심기술개발

-무인선 요구기
능 및 개념정립

-무인선 시스템
설계 핵심기술
개발

-무인선 자율운
항 핵심 기술
개발

-무인선 원격
감시 핵심 기
술 개발

-무인선 시스템
통합 핵심 기
술 개발

-무인선 성능
검증 기술 개
발

환경친화형
청정선 개발

- -

-추진기 소음
수치 예측 기
법 연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형 및
추진기개발

-에너지 절감장
치 기반 기술
개발
-환경친화형 전
기추진 시스
템 개발

-저소음 추진기
설계 기술 개
발

-CO2 절감 신
개념 선박 개
발

선박안전성능
향상 기술

- -

- Risk based
design 핵심
기술 연구 및
기법개발
-위해도 평가
기법 개발

-손상 선박의
복원성 평가
및 설계기법
개발

-손상 선박의
안전성 향상
기법 개발

- Safe to return
port 설계
기법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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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예산 투입전략

○ 연차별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

(인력 : 명, 예산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선박자유항주
시뮬레이션
시스템

인력 4 5 5 5 5 5 29

예산 8 9 9 9 10 10 55

무인선박
핵심기술

인력 1 1 1 1 1 1 6

예산 0.4 0.4 10 11 12 13 46.8

환경친화형
청정선 개발

인력 - - 1 1 1 1 4

예산 - - 20 22 24 26 92

선박안전성능
향상 기술

인력 - - 1 1 1 1 4

예산 - - 10 11 12 13 46

계
인력 5 6 8 8 8 8 43

예산 8.4 9.4 49 53 58 62 239.8

○ 무인선박 핵심기술사업과 환경친화형 청정선개발사업은 2009년

부터 기획과제로 추진하며,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 

○ 선박설계 관련 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하고, 선박구조 분야는 신

규인력을 확보 

○ 선박안전성능 향상기술은 국가 연구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관

련 연구개발사업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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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 선박의 저항, 추진, 운동, 조종 성능 시뮬레이션 및 성능 향상 

지원 

○ 해양조사/해양감시 등 다목적 무인선의 시스템 설계, 자율운항 

및 원격감시 핵심기술로 활용 

○ CO2 감소, 소음 감소 및 연료 효율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형 선박 개발 

○ 신개념/고부가가치 선박의 안전 설계 및 관련 국제기준의 개발 

및 주도를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

기대효과

○ 선박의 성능 해석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절감 및 성능 향상

○ 무인선의 시스템 설계, 핵심기술 및 시스템 통합 원천 기술 확보

○ 환경친화형 선박 핵심 기술 확보로 환경 오염 최소화, GHG 절

감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양안전설계 능력 향상과 선박안전성평가 핵심원천기술의 자

립화 및 국제적 신뢰 확보



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연구개발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 연구개발 추진전략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2   일반과제 세부추진전략

1 추진배경

가.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

○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해 과학적․체계적 방안 마련

○ 연구원의 주 기능인 관할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환

경보전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

○ 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첨단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연안재해 예보시스템에 활용

나. 현장애로 해결사업

○ 해양이용의 다각화 및 지속적인 생태계 보전을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 강화

○ 실시간 월파예측 등을 통해 국지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의 최소화를 실현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

다. 신산업 창출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해수자

원, 해양생물자원 등 미래 신산업 창출 전망 고려 사업 추진

○ 신산업 창출사업은 공공성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계와의 공

동연구 및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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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전 략
○ 해역이용 효율화 및 현장애로 해결 등 현안문제 발생시 개발된 

기술의 통합적 활용을 통하여 해양제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생산․제공함으로서 해양서비스 극대화

○ 해양에서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비한 사업 추진

○ 연구원 전략과제를 제외한 일반과제의 비율은 매년 1~2% 규모로 

낮추되, 일부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수립 시 전략과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새롭게 재평가․재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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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일반과제

가. 해역이용 효율화 사업

과 제 명 사업 목표 주요 내용

운용해양시스템
연구

○해양예측의 기반요소
모델간 상호연계․통
합기술의 개발을 통
해 해양 현황과 예측
정보의 생산․제공하
는 시스템 개발

○운용해양시스템을 위한 해양관측자
료의 준 실시간 전달체계 구축 지원

○정밀격자 해양기상 정보생산,
해양예보모델 자료입력 운영
체제 구축

○ 3차원 해양, 연안 순환 예측시스템 구
축

예산(’09～’14) : 400억원, 인력 : 연간 35명 투입

시화호 해양
환경개선사업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시화호의 환경복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시화유역 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
모델링 시스템 구축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체계 개선

예산(’09～’14) : 60억원, 인력 : 연간 15명 투입

통합해양과학기
지 구축 및 운영

○한반도 해역에 해양
과학기지를 구축․운
영하여 해양 및 기상
요소의 모니터링

○해양예보, 기상예보,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제고

○독도 및 백령도 해양과학기지 구축
○해양과학기지 활용연구
- 과학기지(이어도, 가거초, 독도,
백령도) 부근 해역의 바람장과 연
직혼합과 성층에 관한 연구 및
계절별 생태환경 및 일차생산력
변화 특성 연구 등

○ 실시간해양및기상예보서비스제공

예산(’09～’14) : 150억원, 인력 : 연간 2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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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애로 해결사업

과제명 사업 목표 주요 내용
온배수와 활용에

기반을 둔

해양 식량

어류 자원의

관리 체계

구축

○원전 온배수와 해양심
층수를 활용한 사육
시설에서 지속적인 개
량을 실시하여 해양식
량 어류자원의 유전적
관리의 기반 마련

○생산성과 관련된 유용 유전자 발굴

○유용 유전자의 정보화 및 후보 유
전자 표지 확보

○우량 친어 생산 및 유전적 관리
기반 마련

예산(‘09～’14) : 10억원, 인력 : 연간 5명 투입

특정해역 폐기물

관리기술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
한 악영향 최소화

-국가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정책의 선진화

-폐기물 재활용 산업 활
성화를 통한 녹색 성장
유도

○동해병해역 해저퇴적물 건강상태 조사

○보크사이트 폐기물 배출해역 적정성
평가

○동해병해역 배출 폐기물 희석효과
및 생태계 건강상태 조사

예산(‘09～’14) : 120억원, 인력 : 연간 12명 투입

해상파랑 관측 및

조사

○파랑 관측시스템의 운
영으로 파랑 현장관측
자료를 확보

○해상파랑 관측

○연안파랑실험분석, 산출시스템 개선

○파랑산출시스템 활용 파랑 정보
생산 지원

예산(’09～’14) : 30억원, 인력 : 연간 6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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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산업 창출

과제명 사업 목표 주요 내용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이용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및 다단계 이용
시스템 기술 개발

○해양심층수 자원의 개발기술 정립

○해양심층수 자원의 이용기술 정립

○해양심층수 자원 및 환경 관리기
술 정립

예산(’09～’14) : 150억원, 인력 : 연간 10명 투입

어류의 인공동면

유도기술

○인공동면 유도기술을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생체리듬이 정지된 어
류(활어) 이동, 포장기
술 개발

○인공동면 유도기술을 이용한 어류
생존율 확보 기술 개발

○활어의 무수운반을 위한 최적화된
포장조건 및 포장재의 개발

예산(’09～’14) : 15억원, 인력 : 연간 3명 투입

열대해역

생물자원개발

○열대해역에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흑진주
양식 및 스피룰리나
대량생산 체계 구축

○흑진주 양식 등 열대해역 자원의
체계적 확보

○해산 스피룰리나 대량배양을 위한
최적 환경 탐색 및 기능성소재로
서의 유용생리활성 평가 및 소재
화 공정 확립

예산(’09～’14) : 90억원, 인력 : 연간 13명 투입





1  조    직

2  인    력

3  사업구조

4  재원구조

5  연구인프라 구축계획

6  기관의 취약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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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관운영 계획

1   조 직

1 현 행 조 직

○ 조직 운영목표 및 전략

창조적 실용연구와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목적지향적 조직운영

수요지향적․
경쟁적 연구조직 

운영

해양분야 

녹색기술연구 

선도를 위한 

정책개발 

기능강화

지원부문의 

통합․조정을 통한 

의사소통의 

다각화 및 능률성 

제고

발전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Dynamic KORDI 

구현

○ 신속한 국가적 현안문제 대응과 책임중심적 경영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연구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한 연구총괄본부장제 도입

○ 학제적 성격의 연구부서를 중점연구영역별 목표 중심의 연구부 조

직체제로 개편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극대화

○ 정책본부와 연구개발실을 신설하여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근접지원체제 마련

○ 기획․행정지원업무의 통합운영으로 부문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획관리본부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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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발전방향

○ 연구원 고유기능의 전문화, 특화발전 및 세계 선도연구기관에 KORDI-

Lab(국제공동연구실) 설치

- 전통적인 연구부 개념에서 탈피하여 ‘우수전문연구센터’ 중심의 연구조직

으로 개편․운영(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기후변화연구센터 등)

-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설치

- 해양관측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개발 및 세계 수준의 기기․분석장

비의 관측 신뢰도 유지․관리

- NOAA 본부에 KORDI-Lab 설치를 통하여 해외 선진연구기관과

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

○ 본원의 부산이전에 따른 분원과의 기능 재조정

- 본원의 부산 이전을 해양(연) 제2의 도약기로 설정하고, 정체성 

확립 및 각 분원과의 기능 재조정

- 해양(연)의 중기 및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분원별 특성화 운

영방안을 세부실천계획으로 수립

- 부산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반 구축 및 해양수산클러스터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위한 해양과학국제협

력센터 설치․운영

- 국제협력 및 국제프로그램 활동의 상시지원체제 구축

○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추진단 설치․운영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과 기관임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종

합해양연구선 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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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력

○ 연구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해양연구기관 수준의 우수인

력 확보(국제진단 결과)

- 신진과학자 및 여성과학자를 중심으로 연구인력 충원(‘09년 15%

→ ‘14년 20%)

- 해외 거주 한인과학자 및 교수들과 외국석학을 유치하여 우수연

구집단 최소 3개 육성

- 국내외 교수들의 연가제도 시행시 우리 연구원의 장소를 제공함

으로써 국내외 학계인력 활용방안 마련

- 특히, 선진해양연구기관과 우수연구집단간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

자 상호교환프로그램 실시

○ 중기전략목표 수행을 인력지원

- 해양바이오 사업 및 해양․기후변화사업 등 연구원의 중기전략목

표 수행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집중 투입

- 연구직접수행능력이 있는 우수연구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인력

의 충원요건 강화 추진

○ 첨단 해양관측장비 개발 및 운영, 연구원 보유 기장비 검교정 등에 

필요한 전문기술요원의 확보

○ 5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의 신규 확보에 따른 승무원의 확보

○ 3개 분원 운영, 연구사업 근접지원 및 해양시료도서관(LIMS) 운영

을 위한 지원인력 신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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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력소요 계획(2009~2014)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증감인력정원 증감
인력 정원 증감

인력 정원 증감
인력 정원 증감

인력 정원 증감
인력 정원 증감

인력
연구직 266 - 276 10 288 12 301 13 314 13 326 12 60

행정직 72 - 74 2 77 3 77 - 81 4 81 - 9

기술직 112 - 112 - 115 3 137 22 140 3 143 3 31

합계 450 - 462 12 480 18 515 35 535 20 550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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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력 소요 계획(2009~2014)

년도 직종 전공 학위
증가

인력수
(명)

증가원인

2009 해당사항 없음

2010

연구직

연안공학,
융합바이오,

해양지질, 물리학
등

박사 10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NAP

사업수행

2011
해양물리학, 공학,
수산생물학 등

박사 12 ″

2012
기후변화, 화학,
단백질공학,
환경수리학 등

박사 13 ″

2013
미생물,

선박유체역학, 공학
등

박사 13 ″

2014
지구물리,

수중음향, 전자공학
등

박사 12 ″

2009 해당사항 없음

2010 해당사항 없음

2011

기술직

전자, 기계 등 학사 3 ″

2012
항해기관, 기계,
수리학 등

학사 22 ″

2013 전기, 기계 등 학사 3 ″

2014 설계, 전자공학 등 학사 3 ″

2009 해당사항 없음

2010

행정직

경영, 행정학 학사 2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NAP

사업지원

2011 행정, 회계, 전산학 학사 3 ″

2012 - - - ″

2013 경영학, 법학 등 학사 4 ″

20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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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조

1 ’09년 사업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구 성 비(%)
주요사업 33,017 26.3

시설사업 5,284 4.2

정부수탁 70,500 56.2

민간수탁 10,500 8.4

기 타 6,079 4.9

합 계 125,380 100

2 사업구조 발전방향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주요사업 33,017 29.0 39,706 32.3 45,925 35.5 52,187 38.3 58,826 41.1 67,646 45.2

정부수탁 70,500 61.8 72,800 59.2 73,300 56.8 73,900 54.3 74,000 51.6 74,100 49.5

민간수탁 10,500 9.2 10,500 8.5 10,000 7.7 10,000 7.4 10,400 7.3 8,000 5.3

소계 114,017 100 123,006 100 129,225 100 136,087 100 143,226 100 149,746 100

시설사업 5,284 - 5,494 - 41,665 - 62,700 - 67,090 - 4,494 -

기 타 6,079 - 6,747 - 5,169 - 5,280 - 5,391 - 5,505 -

합 계 125,380 - 135,247 - 176,059 - 204,067 - 215,707 - 159,745 -

※ 시설사업비의 경우 부산이전에 따른 건설비(정부예산 1,326억원) 반영

○ 시설 및 기타사업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연평균 6.3%수준 확충을 통

해 2014년까지 총 1,497억원 규모로 확대

○ 정부의 출연금 주요사업비 확대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비중을 확대

한 반면 수탁사업(정부, 민간) 비중은 점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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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운영계획

○ 해양(연) 고유기능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확보형 기초·창의연구

사업과 연구사업의 대형․융복합화를 통한 다학제적, 성과창출형 

연구체제 유지

○ 연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외 상설 자문위원

회의 구성 및 활용(국제진단 8)

○ 국가현안문제(NAP)해결을 위해 해양오염방제 및 저감복원기술,

해양생물기능해석 및 바이오신소재, 첨단항만 및 인공섬기술,

해양장비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지원

주요연구사업

○ 정부정책에 맞춘 부산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설을 위한 시설사

업의 안정적 추진

○ 5,000급 해양과학 연구선 건조 및 해양시료도서관 구축으로 

연구인프라 확충

시 설 사 업

○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합한 기후변화 예측․대응, 청정해양에

너지개발, 해양생명공학, 신해양산업 육성부문 추진 

정 부 수 탁

○ 민간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 제고

민 간 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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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구조

1 재 원 구 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4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 정부출연금 39,433 31.5 72,140 45.2

- 주요사업비 33,017 26.4 67,646 42.3

- 시설사업비 5,284 4.2 4,494 2.8

- 기 타 1,132 0.9 - -

▪ 정부수탁 70,500 56.2 74,100 46.4

- 국토해양부 45,500 36.3 53,100 32.2

- 기타부처 25,000 19.9 21,000 13.1

▪ 민간수탁 10,500 8.4 8,000 5.0

▪ 기타 4,947 3.9 5,505 3.4

계 125,380 100.0 159,745 100.0

2 재원구조 개선방향
○ 정부의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확보계획에 따른 정부출연금 주요

사업비 확대(’09년 330억원 → ‘14년 676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확대 정책(’08년 대비 ‘12년 1.5배)으로 정부수탁 

예산 제고 (’09년 705억 → '14년 741억원)

○ 기초․원천기술개발, 세계수준의 연구기관, 인재양성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과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속적 추진(’09년 

250억원 → ‘14년 274억원)

○ 민간수탁의 경우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최소 수준의 예산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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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인프라

1 주요 연구시설 확충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억원)

확 장 시 설 명 예 산
’08년 이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 총예산

동해연구소 연구기지 건설 190 - - - 90 280

저소음 대형캐비테이션터널

건설
192 - - - - 192

빙해수조 건설 45 22 - - - 67

5천톤급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 - 20 380 562 962

해양시료도서관 구축 - 15 40 103 - 158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

센터 구축
- - - 42 154 196

계 427 37 60 525 806 1,855

○ 연구결과의 우수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험 시설 확충 및 노후 연

구시설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해 해역에서의 안정적 해양연구 지원 및 강화를 위하여 동해연구

소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심해저광물, 지구물리자료 등 해양시료의 체

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 제주해역의 해양생물원료를 대상으로 해양바이오에너지(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한 제주국제해양과

학연구지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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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장비 구축계획

1) 연구기장비 확보 실적 

가. 연구기장비 보유현황

(단위 : 개, %)

구 분
1~5년 5~10년 10~15년 15년 이상 합계

개수
(A)

비율
(A/E)

개수
(B)

비율
(B/E)

개수
(C)

비율
(C/E)

개수
(D)

비율
(D/E)

개수
(E)

3천만원~5천만원 66 33% 66 33% 43 21% 27 13% 202

5천만원~1억원 41 41% 24 24% 26 26% 9 9% 100

1억원 이상 32 41% 18 23% 22 28% 6 8% 78

합 계 139 37% 108 28% 91 24% 42 11% 380

※ 작성기준 : 2009. 9월말
※ 작성대상 : 3천만원 이상의 기장비

나. 장비도입용 차관도입 실적

구  분 사업기간 차 관 액 도입장비
ADB 차관 ´79 ~ ´84 323만$ 142종

특별외화대출 ´88 ~ ´90 994만$ 111종

IBRD 차관 ´94 ~ ´98 1,000만$ 102종

○ 현재 해양(연)이 보유한 연구기장비의 50% 이상이 IBRD 차관사

업 및 특별외화대출사업 등으로 확보한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임

○ 특히 해양연구의 특성상 해수․해풍에 의한 부식 및 노후화 속

도의 가속화로 장비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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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장비 확보 계획 

가. 분야별 첨단장비 수요조사 결과

(단위 : 종, 백만원)

구   분
1 단 계 2단계

장 비
(종)

소 계
(’08 ~’11) ’08 ’09 ’10 ’11 ’12 ~’16

생태계보전 17 3,537 700 401 436 2,000 -

해양환경관리 20 2,870 590 1,000 550 730 1,900

해저환경 12 6,370 950 1,020 3,400 1,000 -

해양기후 25 13,680 2,020 4,510 4,350 2,250 550

바다목장 45 6,491 1,011 1,940 1,810 1,730 6,130

심해연구 26 3,435 1,265 1,320 450 400 -

연안개발 37 4,172 1,629 1,058 1,290 195 2,340

해양환경
위해성 연구

17 2,980 950 800 700 530 1,700

생태기능연구 19 1,900 900 400 400 200 1,500

합 계 218 45,435 10,015 12,449 13,386 9,035 14,120

* 출처 : “첨단해양장비 기반구축사업” 기획보고서(2006. 06)

○ 2006년 6월 “첨단해양장비 기반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보유 연구기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구성과의 신뢰도 강화 

및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첨단 연구기장비 신규확보 계획 수립

나. 첨단장비 확충계획

○ 수요조사 결과 1단계('08년 ~ '11년)에 218종 약 450억원 규모의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2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장비는 정부출연금으로 확보, 중․

소형 연구 장비는 연구원 자체예산(잉여재원 및 부지매각 재

원) 및 국가 R&D에서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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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선 대체계획

1) 연구기장비 확보 실적 

가. 연구선 보유현황

연구선명 건조년도 총톤수 승선인원 건조비
온누리호 1992.2 1,500톤 41명 218억원

이어도호 1992.2 350톤 32명 36억원

장목호 2005.10 40톤 10명 30억원

○ 해양(연)가 보유한 중․대형 연구선의 경우 노후화(선령 18년)에 

따른 항해위험도 및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대체선박 건조 시급

나. 5000톤급 해양과학연구선 건조계획

총톤수 사업기간 건조비용 승선인원 재원
5,000톤 2010~2013 962억원

(장비예산 196억원 포함) 75명 국토해양부
R&D

○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 규

명, 안전해로 확보 등을 위해 대양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첨단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 연구선 제원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전 장 약 100m 운항지속시간 약 60일

총톤수 5,000톤급 승선인원 75명(연구원53명/승무원22명)

항해거리 약 20,000해리 경제적 운항선속 15Kts

○ 연차별 투자계획

- 2010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1년~2012년 : 건조

- 2013년 : 건조 및 감리, 실해역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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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의 취약점 개선방안

1 총 괄 계 획

구 분 세부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추진기간
(완료시기)

1.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연구집단
육성 필요

1. 우수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 마련

○ 고급과학두뇌 유출방지 및 사
기진작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2009년 ~
계속

2.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확보

○ 우수연구집단성과가 국가연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및 예산확보 노력

2009년 ~
계속

2.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1. 기술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
센싱기능 강화

○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등 다양
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
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수행

수행 중

2. 획득정보
환류체계 정립 및
선순환 구조 확립

○ 성과확산 전담부서에서 수요기
술에 대한 정보획득 후 연구부
문으로 정보전달하는 환류프로
세스 체계화

2009년 ~
계속

3. 연구성과의
공공성 및
경제성 분석

1. 기술분석 체계
구축

○ 특허 및 논문지도 등 기술분석
수행을 위한 지원강화로 상대
우위 및 신규 분야의 기술개발
에 주력

수행중

2. 종료과제의 지속
적 추적관리

○ 논문과 특허 등 재분석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 제고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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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점 개선방안

취 약 점 1
 □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전략 필요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개인창의지원

사업” 추진 및 Nature, Science, Cell 지에 논문 게재 목적의 연간 10

억원을 지원하는 연구프로그램 구성

○ 2009년 9월말 “엘리뇨가 동아시아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Nature지에 수록되는 쾌거를 거두고 향후 세계 유수 학술

지 투고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우수연구자 및 집단에 대한 선별 육성과 확대지원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

□ 개선방안 
○ 제도개선

- 세계석학 유치 및 우수연구자․연구집단 발굴과 지원을 위한

2014년까지 3개의 “우수 연구그룹” 육성 지원제도 마련

- 고급과학두뇌 유출 방지와 사기양양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 우수연구집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확보

- 우수연구집단의 성과가 국가연구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과 예산 확보 필요

- 중점연구분야 선정 및 성과목표 체제의 달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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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점 2
 □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마케팅활동 강화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지능형 항만사업, 조류발전사업 등 대형실용화 사업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기술이전 계약이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

로 예상

○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하여 연구성과를 사

업화하고 있으나, 해양연은 개발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료

를 받는 것으로 한정

 □ 개선방안 
○ 기술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 센싱기능 강화

-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 연구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까지 수요에 적합한 연구진행

- 연구진행단계에서도 해당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 실적 제고

○ 획득정보 환류체계 정립 및 선순환 구조 확립

- 성과확산 담당부서에서 수요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후 연구부문

으로 정보전달하는 환류프로세스 체계화

○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 기술이전 적극 추진

-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협력과 연계하여 국외 기술이전 적극 추진

○ 연구소기업 추진 검토

- 현재 대덕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법률적으로 연구소 기업을 설

립할 수 없으나 규제완화 시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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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약 점 3
 □ 연구성과의 공공성 및 경제성 분석과 특허맵 분석 요구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연평균 기술료 10억이상, SCI논문 100여편 및 각종 연구보고서

와 특허, 연구부산물 등을 연구성과로 창출하고 있지만, 단위과

제의 성과와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만 부각되고 대중적 공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자료가 부족

○ 연구과제별 목표관리를 위한 특허맵분석과 기술성과관리가 발주

처의 요구된 사항 외에는 전무한 상태로 기술발굴과 추적관리

등에 문제점이 내포

 □ 개선방안 
○ 연구기획단계에서 기술분석 체제 구축

- 특허 및 논문지도 등 기술분석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한 상

대우위 및 신규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

○ 연구사업의 경우 정책 및 경제성 분석 필수적으로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사업의 경우 우선적 실시 후 확대

○ 종료과제의 지속적 추적관리 체제

- 논문과 특허 등 재분석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