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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망간단괴 개발의 추진 배경

○ 국제적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에 따라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의 정치‧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육상 광물자원의 공급 불균형 및 고갈문제가 대두

되고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수 문제로 등장

- 세계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초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광물자원의 가격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육상 광물의 고갈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심해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연구 추진 배경

○ 망간단괴 개발사업(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15년 종료 예정에 따른 후속 

신규 과제 발굴과 사업 비전 및 목표 재정립 필요

○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체약국(한, 프, 일, 러, 중, IOM)의 망간단괴 독점 탐사권 계약이 

`16년 만료됨에 따라 `16년부터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규칙 

제정 전까지 보유 광구의 유지․관리 및 개발권 획득을 위한 국제표준화 연구필요

○ 20년 넘게 장기적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후속과제 연계 방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망간단괴 개발에 대한 미래전망과 기술로드맵 재정비, 그리고 자원개발체제 확립을 위

한 정책로드맵 방안 제시 필요

□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사항 준수의 필요성

○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개발․관리 및 이에 관련된 환경보호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심해저 독점탐사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를 둔 국제

해저기구의 망간단괴 탐사권 연장규칙에 따라 탐사권 연장계획 제출·승인 후, 국제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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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무총장과의 계약체결(`16) 필요 

    ※ 탐사권 연장 규정(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9항) 및 절차

(ISBA/21/LTC/CRP.7/Rev.2, 26 February 2015)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자들은 광구

유지를 위해 탐사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해저기구는 법률기술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승인을 거쳐 사무총장과 계약자와 탐사권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됨

○ 국제해저기구가 요구하는 의무이행사항은, 계약자와 국제해저기구간 탐사계약(계획 포

함)에 포함되며, 의무이행사항 중 많은 부분은 채광 후보지역의 정밀 가채량 산정, 환

경연구 자료의 획득, 개도국에 대한 심해저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등으로 이를 이행

하고 결과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미수행시 국제해저기구는 ①계약불이행에 대해 서면경고, ②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ISA이사회는 계약중지 또는 종료를 의결(계약서 부록Ⅱ, 표준계약서 21절) - 우리나라 광

구에 대한 권리상실을 의미함 

    ※ 연장기간 동안 수행할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국제해

저기구 표준 환경자료 확보 및 저서생물(다양성, 분포)자료 표준화 등은 개발권획득(`20년 

이전 예정)의 필수요건으로 미수행시 개발규칙이 제정되어도 개발은 불가능함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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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94년부터 `15년까지 약 1,508억원(민간기업 약 17억원)을 투입하여 

7.5만㎢ 광구확보, 일차채광후보지역 선정, 채광시스템 및 제련(2톤/일) 기술을 개발하

였으며, 망간단괴 탐사‧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속자원인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 국제해저기구와의 탐사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망간단괴 자원 탐사에 관

한 가채량 산정·평가 및 환경연구 등에 대한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망간단괴 탐사에 관

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장기적인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서 향후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성과·성공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망간단괴 개발분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망간단

괴 개발사업의 미래 전망과 기술로드맵 정비 및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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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의 목표

○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현황분석 및 최신 기술동향 분석과 더불어 망간단괴 기술개발의 미

래 전망을 통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망간단괴 광구의 최적관리 방안수립 및 개발법 제정

- 2016년 탐사권 계약연장 및 개발규칙 제정시 개발권 획득을 위한 국제의무사항 수행

- 심해저광물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입법화와 기 확보 최적 광구관리 등 정부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가칭)” 제정 추진

○ 정부 정책추진체계 개편

- 상업생산 시기 도래에 대비하고 망간단괴 탐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의 임무를 명확화

- 망간단괴의 상업생산 준비를 위해 산업화 계획을 마련함으로서 해양신산업 체계를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심해저 탐사, 연구장비 운영, 국제규범 전문가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15년 134명)

하고,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확대

- 확보된 망간단괴 탐사기술의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및 교육기관과 연계프로그램 확보

- 국내 정부부처, 국제해저기구 계약자, 민간기업 등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상업화 성공 추진

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범위는 망간단괴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동향 및 환경 분석,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설정, 연구개발 과제 수립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 기 추진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2015년 이후 기 확보된 광구의 효율

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연구 수행



추진현황 및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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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망간단괴 개발 추진 현황

□ 망간단괴 개발사업 개요

○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C-C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의 독점개발광구(7.5만㎢)에 대한 실해역 탐사 및 국제해저기구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

행함으로써 상업개발시까지 광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 금속광물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이라는 신 해양산

업 창출을 위해 연간 300만톤 망간단괴 상업생산에 필요한 유망광구확보와 채광도 및 환

경영향평가, 통합채광시스템개발 및 성능시험, 제련공정개발 등 상용화기반 핵심기술 확보

로 상용화 기반 구축이 목표

□ 추진 현황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개발(망간단괴) 사업 추진경위

- `83. 11 : 태평양 C-C지역 최초탐사 수행(  과기처, 하와이대학 선박 임차)

- `91.  8 :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투자결정(제11차 경제장관회의)

- `93. 12 : 심해저 광구등록 추진 결정(제25회 경제장관회의)

- `94.  8 : 유엔에 CCFZ 지역의 망간단괴 탐사광구(15만㎢) 등록(세계 7번째)

- `00.  7 : 국제해저기구「망간단괴 탐사규칙(Mining Code)」제정

- `00.  8 : 제5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상용화기반구축 추

진계획』의결

- `01.  8 : 국제해저기구와 우리 정부간 태평양 심해저 광구(7.5만㎢)에 대한 15개년 독

점 탐사계약 체결

- `02.  8 : 최종 망간단괴 개발유망광구 확보(7.5만㎢)

- `09.  8 :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B그룹(한국, 독일, 인도, 프랑스) 진입

- `09.  6 : 망간단괴 시험 채광장비(상용 1/20규모) 제작 및 근해역 성능시험 수행

- `09. 12 :「심해저 망간단괴 상용화개발 추진계획」수립(부처 방침)

- `10. 12 : 망간단괴 1차 채광후보지역 선정(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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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6 : 망간단괴 시험 채광로봇(상용1/5규모, 1000톤/일 규모) 독자 개발/제작

- `13.  7 : 수심 1,370m 망간단괴 집광로봇(미내로) 성능시험 완료

- `13. 11 : 망간단괴 친환경적 제련기술 개발 및 2톤/일 실증시험 수행

- `14.  6 : 망간단괴 시험 양광시스템(상용1/5규모, 1000톤/일 규모)독자 개발/제작

- `15. 11 : 심해저 망간단괴 양광시스템 성능시험 완료 예정

□ 주요 기술개발 내용

○ 해저 망간단괴 개발은 탐사 → 채광 (집광 및 양광) → 수송 → 제련의 4단계로 이루어짐

○ 탐사는 기초탐사 (자원분포 가능 지역 확인) → 광역탐사 (독점탐사광구 확보(`94)) → 

정밀탐사 (독점탐사광구 내 자원분포 특성파악 및 기초환경 연구, 개발유망광구 선정 

및  확보(`02), 일차 채광후보지역 선정(`10, 2만㎢)) → 근접해저면탐사 (채광 장애지역 

선별) → 채광궤적도 작성 (`15, 1000㎢) 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2-1. 망간단괴 자원 및 환경 탐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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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은 집광과 양광으로 구분되며, 집광은 해저면 주행 집광로봇을 이용하여 중간저장

소(버퍼)까지 망간단괴를 모으는 공정이고, 양광은 버퍼로부터 고양정 슬러리 펌프를 

이용하여 수직양광관을 통해 해상까지 단괴를 이송하는 공정으로 구성

그림 2-2. 망간단괴 채광 모식도

○ 대한민국 단독개발광구가 속해있는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의 위치는 북위 6°∼16°, 

서경 114°∼15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은 4,500∼5,600m로 태평양 심해지역 가

운데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

 

그림 2-3. 세계각국의 독점탐사광구 및 ISA 유보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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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의 중요성

○ 첫째,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로 남한면적의 3/4에 해당하는 7.5만㎢ 크기의 광구를 최

종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배타적탐사 및 개발권리를 갖는 경제적 의미의 해

양영토를 확보한 것임 

○ 둘째,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경우 망간단괴를 채광·제련하여 망간, 니켈, 코발트, 동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매년 2조원 이상 생산하고 국내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금속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 것임

○ 셋째, 수심 5,000m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개발할 수 있는 독자개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최첨단 해양과학기술과 심해광업 플랜트기술을 보유함과 동시

에 심해저에 부존하는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의 제2의 심해광물자원 개발을 단기간에 

완성 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 것임

○ 넷째, 심해저광업에 연관된 산업인 조선, 기계, 전자, 정밀제어, 수중통신, 해양플랜트, 

수중로봇, 제련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연구사업의 성과

○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 7.5만㎢ 확보(‘02), 일차 채광후보지역 선정(2만㎢, `10년) 및 개

발도면 작성(1,000㎢, ’15년 예정) 

 - 망간단괴 탐사('94～'14) 결과 추정매장량 5억 6천만톤 예상

○ 독자적 파일럿 집광·양광시스템 개발 및 연속공정 제련시스템 실증을 통한 망간단괴 

상업생산 기반기술 확보

 - 상업생산 1/5 규모의 5,000m급 파일럿 채광로봇(미내로) 독자개발(’12.6) 및 동해 수

심 1,370m 해저면 주행성능 성공(’13.7)

 - 파일럿 양광시스템(버퍼, 양광펌프) 제작(’14.6), 망간단괴 제련 공정(200kg/일) 개발

(’08~’11) 및 제련 공정 실증시험(2톤/일) 수행(’13~`15)

○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B그룹(한국, 독일, 프랑스, 인도) 진출(`09.8), 재선출(`14.8) 및 법률

기술위원회 위원 활동(`9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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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특허실적 (‘94-’14)

  - 논문실적 : 총 381편(국내 논문 : 305편, 국외논문 : 76편(SCI : 82편))

  - 특허실적 : 총 155건(국내출원 : 76건, 국외출원 : 18건, 국내등록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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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동향

1. 국내 정책동향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해양자원, 해양과학, 해양산업 및 해양외교 등 국가 해양개발 잠재력

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양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종합성, 기간의 장기성 등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으

므로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광구 및 미래 해양자원 확보 측면에서 1% 미만의 금속 

자급율을 30% 이상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

○ ‘12∼’20년까지의 해양과학분야 국가 R&D 사업 추진계획(4대 이슈 50대 과제에 R&D를 

중심으로 3.6조원 투자, 2011.12월 국과위 본회의 의결) 중 “해양경제영토 확대” 부분에 

해당함.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에서도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사업이 포함되

어 있음

 ○ '2차 해양개발 기본계획(OK21)‘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

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중점과제인 ’미래 해양자원 개발‘, ’MT개발계획‘의  ’첨단

해양산업 육성 기술‘ 및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등을 통해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

발사업의 범위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왔음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해양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상에 국가 R&D인 심해

저 광물 탐사·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함

-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국정과제상에 ‘심

해저 탐사 및 기술 개발’ 포함, 국정과제로 정부의 중기 투자 방향에 부합

-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국정과제 13)”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심해

저 광구확보 추진을 위한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개

발”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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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심해저광물자원개발부문

 

2. 국제해저기구 동향

□ 망간단괴 탐사계약 만료에 따른 탐사계약 연장

○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체약국의 탐사권 계약이 ‘16년 만료됨에 따라 개발규칙 제정 전까

지 탐사계약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다수의 체약국들은 탐사계약 연장을 위한 신청 절차 및 기준을 위한 초안 마련이 필요하

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에 따라 연장 신청에 대한 절차 및 기준 수립, 추가 비용 및 의

무이행사항 등은 `15년 8월까지 확정될 예정

- 탐사권 계약 연장을 위한 신청 절차상에 탐사권 계약 연장 이유와 연장기간, 개발단

계 추진계획, 계약조건 변경사항, 보증국의 보증연장 확인, 연간 탐사감독․관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 ‘15년 7월 제21차 국제해저기구 총회를 통해 탐사계약 연장에 관한 신청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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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 태평양 C-C지역 망간단괴 독점탐사계약 중 상당수가 ‘16년 처음으로 계약종료를 맞이함에 

따라 이사회는 제17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을 준비하도록 요청함

○ 이미 발급된 독점탐사면허 후에 개발을 위한 단계별 면허시스템의 도입, 상업생산 개시일

부터 일정한 연간 고정수수료와 순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를 중심으로 개발규칙 제정을 준비중임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권고적 의견에 따른 보증국의 입법조치 활성화

○ 국제해저기구는 보증국에서 보증한 계약자들이 협약 규정을 준수하고 보증국 의무를 이행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모델 입법을 준비함

○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쿡제도, 통가 등을 포함 ‘15년 3월 30일까지 총 20개국이 

관련법령 혹은 입법과 관련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보증국의 입법조치 활성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또한 심해저관련 국내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함

- 향후 개발단계에서 개발권 신청시 국내법령 제정여부가 개발권 신청에 대한 기준으로

서 적용될 소지가 존재함

3. 주요국 동향

□ 일본

○ ‘09년 3월 수립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해양개발․이용에 대한 기대 

상승과 인근국가와의 해양권익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13년 4월부터 개

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13년 12월 24일 개정을 완료함

- 개정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양에너지․광물자원의 종류별로 개발 목표와 달성

에 이르는 로드맵, 필요한 기술개발 및 민간/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계획 등임

○ 망간단괴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16년 7월을 기점으로 다른 계

약자들의 동향을 고려하고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 향후 방침을 결정하는 것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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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한 상세조사를 통해 채굴가능 자원량의 정확한 산정을 실시함으

로서 자원량 평가 수행

- 집광·양광시스템을 재고하여 개발비용 재평가 실시

- 함유 희토류 회수를 고려한 저비용제련기술 개발

- 국제해저기구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서생물의 유전자 분석 등을 포함한 환

경영향평가 및 개발보호구역설정 대비

○ 문부과학성은 ‘15년 1월 차세대 해양자원 조사기술 연구조합(J-MARES) 설립을 인가함

- 동 조합은 석유자원개발(주), (주)지구과학종합연구소, 신닛테쓰스미킨 엔지니어링(주), 

미쓰비시 마테리얼테크노(주) 등 민간기업 4개사가 참여

- 데이터 취득기술, 데이터 처리‧해석기술, 종합지질 해석‧평가기술을 연구하여 해저열

수광상 등 해양자원을 고효율‧저비용으로 조사할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조합의 설립으로 민간조사산업 창설이 활성화될 전망

□ 중국

○ 중국은「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06년 수립),「전국 과학기술진흥 해양

산업 진흥계획 요강」(’08년 수립),「국가 해양사업발전 12·5계획(‘13년 수립),「국가 해

양사업 발전계획 요강」(’08년 수립) 등을 통해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단계별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심해 탐사·과학조사·환경 감시 등의 작업 수행, 심해저활동을 위한 측량용 선박 및 주

요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잠수 및 주요 장비 운영자 교육 및 관리, 심해 과학기술

의 교육, 심해 과학기술분야 국제 협력 및 교류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국가심해기지 

설립을 ‘15년 내 완료 예정

- 본 심해기지는 쟈오룽호 유인잠수함의 본거지인 모항이자, 최대 선박 정박부두로 이

용할 예정임

- 아울러 중국의 대형 심해 장비 업무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기지 기반 및 세계 5대 

심해기술장비 지원기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심해 과학기술 교

육을 위한 홍보 기지로도 활용할 계획임

○ ‘14년 중국 최대의 금속광석제품 생산 국영기업인 중국오광집단공사(China Minmetals 



- 18 -

Corporation)를 신청주체로 하여 태평양 C-C 지역의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 신청서를 국

제해저기구에 제출

□ 인도

○ ‘87년 선행투자가로서 등록하여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한 인도는 지구과학부(Ministry 

of Earth Science)의 망간단괴 프로그램 하에서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기술개발 

수행

○ ‘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관련 연구 수행을 통하여 인공단괴의 원격 

살포시스템 설계(’07년), 수심 3,000m에서 ROV 성능시험 성공(‘09), 해저 집광시스템 및 

분쇄 시스템 설계 완료(’10) 등의 성과 도출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2년 12월 중앙인도양분지에서 7,860 ㎢ 정도의 망간단괴 매

장지역 탐사에 성공, 해당 지역에서 망간단괴로부터 니켈 470만 톤, 구리 429만 톤, 

코발트 550만 톤, 망간 9,259만 톤 획득 가능 추정

- 해저금속자원 개발에 1,500억원 투자결정, ’16년까지 6,000m급 채광장비를 제작할 계

획으로 특히 희토류 확보를 위해 망간단괴사업 적극추진(’12.8.30 영국, 가디언지)

○ ‘14년 8월 향후 5년 이내에 해저 6,000m까지 탐사가 가능한 유인잠수정을 개발하는 계획 

수립

-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기술과 경험

을 축적하여 온 인도 지구과학부 산하 국립해양기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cean Technology, NIOT)을 유인잠수정 운영 주체로 하여 300억 루피(약 5천억 원)

를 투입 예정

- 해당 유인잠수정은 6,0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10~12시간의 작업시간을 가질 수 있

는 성능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유인잠수정 개발이 완료되면 심해환경연구를 비롯한 

망간단괴 등 광물자원 탐사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 러시아는 ‘87년 선행투자자로 등록하였으며, ’01년 Yuzhmorgeologiya를 주체로 하여 국

제해저기구와 망간단괴 탐사계약 체결

- ‘93년 해저충격시험이 수행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00년 환경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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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역 중 47,200㎢ 면적에 대하여 다중빔음향측심 시스템을 이용한 심해측심조사 

및 수중음파탐지 조사 등을 수행(‘03년, ’05년 2회)

- ‘01~’05년 제1차 5개년 활동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375만 달러로 추정됨

□ 독일

○ 정부주도로 망간단괴(’06), 해저열수광상(‘13) 독점광구를 확보하고, 민관 컨소시엄을 통

하여 ’22년까지 파일럿 채광시스템 개발 추진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DSMA(DeepSea Mining Alliance)를 조직, 

상업생산을 체계적으로 준비

- `15년에는 대서양의 망간단괴 자원량 파악을 위한 탐사수행

□ 프랑스 

○ 망간단괴 독점광구 확보(’87) 이후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추진, 대서양 해저열수 광상 독

점광구 확보(`12), 상업개발 일반타당성 검토 완료(`14), 망간단괴 상업생산 컨소시엄 추

진(`14)

- `프랑스 2030 혁신위원회‘는 심해광업을 2030년대 세계유망 7대 미래산업으로 선정하

고 ‘2022 Nodulier사’에 혁신상 수여

- 심해저 채광에 관한 국내법 제정 진행 중 

□ 미국 

○ 록히드마틴사는 ’12년부터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2개)를 확

보하고, ‘2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사업 추진

   * 출처: Nature news(’13.3)외 다수

-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양자간 협약을 통하여 외국과 탐사권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NOAA는 ‘84년부터 C-C 지역에 4개의 광구 탐사를 허가함

- 현재 4개의 탐사구역 중 2개는 록히드마틴사가 소유한 콘소시엄이(OMCO), 1개는 록

히드마틴사의 영국 자회사(UK Seabed Resources Ltd.)가 국제해저기구를 통하여 탐사

권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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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UK Seabed Resources Ltd.(UKSRL)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이며 ‘12년, ’13년 각각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하여 확보하였음

○ 영국정부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향후 30년간 영국 경제에 약 400억 파운드(약 

69조원) 이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여 UKSRL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함

○ 영국의회는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함

- ‘81년 제정된 심해저채광법을 개정(Dee Sea Mining Act 2014)하여 ’14년 5월 14일 최

종 승인함

- 동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해저기구를 통하여 심해저채광이 관리됨이 명시되고, 망

간단괴뿐만 아니라 열수광상, 망간각에까지 동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유럽연합

○ 유럽위원회의 자금지원으로 심해저광업을 위한 Blue Mining 컨소시엄(`14.2, 유럽 19개 

연구기관 및 기업)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심해저자원 개발준비(3개 분야: 산업화, 연

구, 서비스)

○ 유럽위원회는 심해저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의 현황, 경제성, 환경영

향, EU 관련 산업의 경쟁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Stud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Knowledge of Deep-Sea Mining)를 수행, ‘14년 3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은 유럽의 해당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가 국제적인 경쟁력

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망간단괴 개발에 대

한 경제성 분석결과 현재까지는 상업성을 충족시키는 수준 정도로 평가함

-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의 1차적 목표인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이전 단계까지

는 심해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탐사 및 생산 기술 혁신을 통한 전반적인 채광기술 

발전, 광물자원 공급의 안정성 보장 등의 부차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면서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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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기업 동향

□ UKSRL(UK Seabed Resources Ltd.)

○ UKSRL는 ‘12년 태평양 C-C Zone의 망간단괴에 대한 탐사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

으며, 해당 탐사계획은 동년 7월 23일자로 승인되어 ’13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함

○ UKSRL는 ‘13년 계약 체결 이후 망간단괴 추가광구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을 보증국으

로 하며, 이전과 같은 태평양 C-C Zone의 149,815㎢ 구간을 탐사신청구역으로 하는 두 

번째 탐사신청서를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였음

- 1개 주체의 2개 이상 광구확보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류 공동의 유

산인 심해저자원에 대한 독점문제에 관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충

족한 관계로 UKSRL의 해당 탐사신청서는 ‘14년 7월 제20차 회기에서 승인되었음

○ 추가광구 확보와 함께, UKSRL의 모기업인 Lockheed Martin의 파일럿시험 기술을 활

용하고 싱가폴 Keppel Shipyard사와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19년까지 상업생산을 위

한 준비를 완료하고, ’20년 시범운영 개시 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함

□ Nautilus Minerals Inc.

○ 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세계적인 해저광물자원개발기업 노틸러스는 ‘14년 3월 19일 자회

사 TOML사(Tonga Offshore Mining Limited)을 통하여 태평양 C-C지역에서 수집된 샘

플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수하였음

- 연구선 Mt Mitchell호를 이용한 해당 탐사는 TOML의 계약광구 5개 지역 중 3개 지

역에 대한 멀티빔 음향 측심기 및 후방 산란 결과를 통하여 TOML의 계약광구 내의 

광물에 대하여 품위를 측정하였음

- 본 탐사를 통해 니켈 구리 등 망간단괴 주요 금속의 품위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함께 몰리브덴·희토류 등의 부산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제련시스템의 

예비공학연구에 사용할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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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ec Sea Minerals, Resources NV.

○ 벨기에의 민간기업 G-Tech Seabed Resources는 국제해저기구에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

(2개)를 확보(`12, `13년)하고, 자국 유보광구(기존 미국 탐사해역)는 쿡제도와 합작사업

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2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상용채광 계획 : 채광시스템 설계(’17), 건조(’19), 시범생산(`20)

□ Ocean Mineral Singapore Pte. Ltd

○ 싱가폴의 민간기업 Ocean Mineral Singapore는 케펠조선소(Keppel Corporation)의 자

회사로 국제해저기구에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확보(`13년)하였음. UKSRL사의 지분 

19%과 케펠사의 지분 78.1%으로 추진되며, 탐사 및 환경연구는 UKSRL사에 의존하고 

있음

○ 싱가폴 정부는 심해저 망간단괴 상업개발을 위해 심해저 광업법(Deep Seabed Mining 

Act)을 ‘15년 2월 의회에서 통과하고 3월 대통령이 동의 및 제정 완료함으로써 법적 기

반을 구축하였음

5. 소결

□ 심해저광업 Trend

○ ‘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망간단괴에 대하여 국가가 중심이 되어 탐사활동이 진행되었

으나, ’00년대 중반부터 노틸러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면서 민간주도로 사업참여가 활

성화되고 있음

○ 국가의 경우, 전략금속의 안정적 확보, 세계 금속시장에 대한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하여 

심해저 자원에 접근하고 있음

○ 망간단괴의 경우 ‘11년부터 참여한 NORI, TOML, UK Seabed Resources Ltd., G-TEC, 

Ocean Mineral Singapore Pte. Ltd 등이 모두 민간기업이며, 이러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이 더 이상 연구대상이 아닌 이윤창출 위한 사업의 대상이 되

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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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이 주로 연안국의 EEZ 내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점차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으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자원의 선점 전략으로 판단됨

□ 심해저 관련 동향 및 전망

○ 국제해저기구 광업규칙에 따라, 중국, 일본 등 13개국이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독점탐

사광구 96만㎢ 확보

- 일본, 미국 등 “심해저 광물 탐사·개발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채광·제련 등 기술개발

을 추진하여 상용화 준비를 완료하였고

- 중국, 인도 등 “후발국”도 ‘90년대부터 보유한 독점광구에 대한 탐사와 선진국 수준의 

기술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15년 이후 심해저광물은 세계적으로 상업개발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의 참

여도 확대될 전망

-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지역에서는 3개 광종 탐사규칙 제정 완료(‘12년), 망간단괴 

탐사광구 유효기간(’01~‘15년, 공통)을 고려, 국제해저기구가 ’20년 목표로 개발규칙 제

정 준비 중

- 한편, 앞으로는 도서국 EEZ 뿐만 아니라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지역에서도 민간기

업의 심해저광물 탐사·개발 참여도 확대 전망

- 또한, 심해저지역 독점광구 보유국은 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광물 관련 국내 입법 요

구에 따라 자국의 심해저광물 법령 제·개정 추진 전망

- 유럽위원회의 연구결과, 상업개발단계 진입 이전까지 심해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탐

사 및 생산 기술 등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광물자원 공급의 안정성 보장 등을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본격적인 상업화 진입에 대비하여 현재 

개발된 해역 외의 기타 해역에서 대규모 광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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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청/보유 주체 추진주도

1987

인 도 정부

프랑스 (AFERNOD→IFREMER) 정부

일 본 (DORD) 민관

러시아 (YUZMOGEOLOGIA) 정부

1991
중 국 (COMRA) 정부

IOM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쿠바, 슬로바키아, 러시아) 동구권 정부연합

199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정부

2005 독 일 (GEOMAR→BGR) 정부

2011

나우루 (NORI)
Nauru Ocean 

Resources Inc.

통 가 (TOML)
Tonga Offshore Mining 

Limited

2012

영 국 (UK Seabed Resources Ltd.) UK Seabed Resources

키리바티(Marawa Research and Exploraiton Ltd.)
Nautilus Minerals 

(비공식)

2013

벨기에 (G-Tec Sea Minerals, Resources NV) G-Tec Sea Minerals

영 국 (UK Seabed Resources Ltd.) UK Seabed Resources

싱가폴(Ocean Mineral Singapore Pte. Ltd) UK Seabed Resources

쿡아일랜드 G-Tec Sea Minerals

2014 중국 추가광구신청 
정부기업 China 

Minmetals Corporation

표 2-1. 망간단괴 광구 보유현황

  * 인도(인도양)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망간단괴 광구는 북동태평양 C-C지역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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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물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광물소비량 전망

○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금속수요는 향후 ‘30년까지 광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

으로 증가 예측

구분 ‘88년 ‘30년 증감

구리 334천톤 963천톤  3배

코발트 0.4천톤 4천톤 10배

니켈 7천톤 88천톤 12배

망간 183천톤 733천톤,  4배

아연 304천톤 1,215천톤  4배

표 2-2. 주요 전략금속 증가추이

2. 국내 자급률 전망

○ 지난 10년간 금속광물 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량)은 0.5% 수준

그림 2-5. 광종별 실제/예측 국내소비량

   * 출처: (실제 국내소비량, ’88～’13) 한국무역협회              

(예측치, ’14～’30)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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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석 수급의 불안전성

○ 구리, 니켈 등 특정 광석은 소수 국가에의 의존도가 매우 크며, 수출국가 정세변화 등

에 의한 수급 불안정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구리 최대생산국 칠레의 구리광산 파업 등으로 가격 급등, 코발트 최대생산국 콩고내

전으로 인한 가격급등(`08년 코발트 가격은 중국 수요증가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투

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승)

최대 매장량 국가(비중) 최대 생산국가(비중)

구리 칠레(27.5%) 칠레(33.6%)

니켈 호주(24.3%), 필리핀, 인도네시아(각 17.7%)

코발트 콩고(47.2%) 콩고(47.2%)

망간 남아공(26.3%) 남아공(26.3%)

아연 호주(25.6%) 중국(37.0%)

표 2-3. 주요 전략금속 매장량 및 생산량 비교

○ 국제적인 자원 민족주의 및 무기화로 인해,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 불안정 요

인 상존

- 콩고의 구리 및 코발트 원광 수출금지법 추진 연기(’10.7), 인도네시아의 자국의 원광

석 수출금지 정책 실시(’14.1)

○ 주요 금속광물의 가격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수요증가)과 달러가치 하락(투기자금 

유입)으로 ‘00년 이후 상승폭이 증가했으나, ’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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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연도별 금속가격지수 추이

                         * 출처: 국제금속가격지수(Platt's Metals Week)

4. 육상광물자원과 해저금속자원 개발우위 비교

○ 심해저 망간단괴 내 함유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전체 부존량은 전체 육상광상의 개발

가능 부존량 보다 2∼7배, 구리의 양은 1/4에 달하고 있어 심해저 광업에 대한 개발전

망이 가시화

금속 단괴내 함량
망간단괴

(백만톤)

육상광상

(백만톤)

비교

(단괴/육상)

니켈 1.4% 186 74 2.5 배

구리 1.3% 162 690 1/4 배

코발트 0.2% 30 7 4.3 배

망간 27% 3,848 570 6.7 배 

표 2-4. 육상광물자원과 해저금속자원 개발우위 비교

     * 망간단괴, 육상광상 모두 경제성이 있는 매장량(reserve)을 기준

     ** 출처: 망간단괴(ISA Technical Brochures), 육상광상(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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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단괴의 경우 ‘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육상광업 대비 심해저 광업의 경쟁력이 우위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상용화 실현 전망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광상에서의 광물 채굴은 구리는 

향후 20년, 니켈은 40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함

- 육상의 고품위 광상고갈로 저품위 광상이 개발되고 있으며, 투자비용 증가로 개발비

용이 상승 추세 (그림 2-7)

- 육상광상 개발에 따른 공해방지 및 복구를 위한 투자비용 증가로 육상광상 개발비용

은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2-7)

- 망간단괴內 희토류 함량은 0.12～0.20%로 효과적인 추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가치

는 2배 이상 높아짐

그림 2-7. 육상광상의 품위 저하 및 폐기물 증가

      * 출처: Volume 2:SPC (2013). Deep Sea Minerals and the Green Economy. Baker, E. and Beaudoin, Y. (Eds.), 

Vol. 2,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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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1개 광상에서 4개 금속자원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광물의 품위도 대체로 균일

- 일본 문부성은 기술예측조사보고서에서 ‘22년 심해저 광업의 기술 실용화가 실현될 

것이며, 장기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심해저 광업은 육상광업에 비하여 ‘23년을 전후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

됨 (그림 2-8)

 그림 2-8. 육상광상과 심해저광상 생산비용 비교

* 출처: 「201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보고서」(‘12, 한국해양연구원)

** 육상 광상 생산비용 및 심해저 광상 생산비용의 산출근거는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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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단괴 개발비용

- 심해저광업에 관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Stud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knowledge of deep-sea mining)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망간단괴 개발비

용 산정에 대한 비용 산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2-5 참고)

- 자본비용의 경우 5억불에서 18억불까지 제시되고 있으나, 12억불이 가장 타당성이 있

다고 밝혔으며, 운영비용의 경우 톤당 85불에서 300불로 제시되고 있음

표 2-5. 망간단괴 개발비용 산정

단위 : 100만 US달러

출 처 연도
자 본 비 용 운 영 비 용

합 계
R&D
탐사

채광장비 
및 선박

수송 제련 채광 수송 제련

Andrews e.a. 1983 180 176 513 45 25 165 1,104

Hillman & Gosling 1985 3 590 310 727 77 37 111 1,855

Charles e.a. 1990 282 188 470 48 46 156 1,190

Soreide e.a. 2001 1.9 127 93 271 21.8 13.5 22.9 551.1

ISA 2006 650 650

ISA 2008 327~562 495 750 70~95 94 250 1,986~2,246

T. Yamazaki 2008 202.6 142.7 417 71.5 57.5 74.2 965.5

Imperial 2010 1,196 117
($/t)

1,196
+117($/t)

Rahul Shama 2011 372~562
495~

600
750 69~96 93-132 250 2,029~2,390

LRET 2012 660 290
($/tpa)

660
+290($/tpa)

LRET 2012 198 132 330 54
(108$/t dry)

36
(72$/t)

55
(110$/t)

660
+54(108$/t dry)

+36(72$/t)

+55(110$/t)

Darryl Thorburn 2014
1억불 
이하

$1억/년 20$/t 250$/t

Shipandoffshore.n
et

2014
180~260

(선박)
180~260

(선박)

* 출처 : 유럽위원회 보고서(ECORYS, “Stud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knowledge of deep-sea mining”,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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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 환경분석(Environmental Analysis)은 연구 혹은 기획과제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외부 및 내부 분석을 뜻함

- 외부 환경분석은 사업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외부적 환경, 즉 인구, 경제

학적, 생태학적 환경, 기술, 정치, 문화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함

- 내부 환경분석은 사업의 주체의 내부적 환경, 즉 내부 자원(전략, 조직문화, 인적자원, 

연구개발 예산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분석은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 

통찰력 있는 해석과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직면한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발견하고 사업 전략이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됨

○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산업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내부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전략

적인 과제의 방향과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사용함

2. SWOT 분석 내용 및 결과

○ SWOT 분석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내부 강점(Strengths), 내부 약점(Weaknesses), 외부

로부터의 기회(Opportunities),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Threats)을 규정하여 포괄적으

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을 세우기 위한 

도구임

○ 전략적 계획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SO전략,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

나 최소화하는 S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WO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WT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망간단괴 개발사업 및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SWOT Framework’ 를 활

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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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WOT 분석과 전략목표

○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강점은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대안으로 연

구진행을 수행’, ‘정부 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전문 연구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 등으로 요약되고, 약점은 ‘심해저 광물자원 분야 정부투자 

예산의 효율성 문제’, ‘심해저 광물자원 분야 관련 민간 업체의 참여도 미흡’, ‘정부와 

민간의 연계성 미흡’, ‘국민, 기업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추진 미흡’, ‘선진국 대비 전문인력 부족과 법제

적 대처 미흡’ 등으로 정리됨

○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의 기회요인은 ‘심해저 광물자원

의 잠재적 가치 확산’, ‘국가 및 기술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추진’, ‘극한기술의 개발로 해양 개발 관련 분야에 활용’, ‘지속적인 탐사권 

확보 취득’ 등으로 요약되고, 위협요인은 ‘사회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중

요성 인식 부족’,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및 방향 모호’, ‘경제성 파악 

미확보로 사업 추진 방향 모호’, ‘선진국 대비 민간기업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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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바탕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6년 계약연장 및 개발규칙 제정에 따른 개발권 확보

- 국내법 제정,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3개 이상 육성 등 산업화 준비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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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개발 준비수준 분석

1. TRL(기술준비수준) 개요

○ TRL(기술준비수준)은 연구개발 과정상에서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거나, 서로 다

른 유형의 기술 성숙도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평가 모델 

- TRL은 미성숙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도 관리, 기술의 현 위치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통

의 이해 수단 또는 기술투자나 이전 시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써 활용 가능

- 단, TRL이 해당 기술의 프로그램 적합성 및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 Technology Readiness Level(Wikipedia)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2. 기술준비수준(TRL) 등급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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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준비수준 평가

□ 본 사업의 TRL 기본형 구성

◦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TRL은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TRL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함

표 3-1. 기관별 TRL 수준별 정의

연구

단계

TRL

단계

지식경제부

TRL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1 기초 이론/실험

2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

3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4
연구실 규모의 부품/

시스템 핵심 성능평가

시작품

5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제품화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시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9 사업화

 

국토부 

TRL 단계

TRL 

단계

기술개념

정립단계

(기초연구)

1

2

기술구성요소 

개발단계

(실험)

3

4

기술구성요소

통합단계

(시작품)

5

6

공동실험장

적용단계

(제품화)

7

8

사업화/실용화 9

  

연구

단계

TRL

단계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TRL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1 기초이론 정립

2
실용 목적 아이디어를 특허 

또는 논문 등으로 개념 정립

3 모데링 및 설계 기술 확보

응용

연구

4
실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확보

5
제작기술 및 시스템 통합기술

확보

개발

연구 

6
파일롯 규모 시스템 제작/

성능평가

7 신뢰성 평가/수요기업 평가

8
기술 및 시스템 제작 및 인증

/기술이전

제품화 9 사업화

◦ 그림 3-3에 제시된 망간단괴 개발사업 TRL 기본형은 망간단괴 개발 기술분류 중분류 

상에서 해당기술별로 기본 정의에 따른 세부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적용되며, 개별 연

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제시된 TRL 모델은 추진 주체의 주된 연구가 실용화 목적일 경우, 연구개

발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탐사, 채광(양광, 집광),제련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TRL을 정의하고 템플릿을 제

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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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TRL 기본형 정의

연구

단계

TRL

단계
망간단괴 개발사업 TRL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1
기초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기존의 연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응용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 이론들이 파악되어 있는 수준

2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기술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기술의 응용방안이 이론적 수준
에서 잠재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수준

개발

연구

3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응용기술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4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응용기술의 구성요소별 개발이 완료된 수준

실용화

연구

5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응용기술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
지고 있는 수준

6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응용기술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합이 완료되고,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핵심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공동
실험장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다른 과제들의 기술이 정의된 수준

개발

적용

7
공동실험장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응용기술의 테스트, 문제점의
발견, 해결 방안의 파악, 다른 연관 과제들과의 기술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8
공동실험장에서의 테스트 결과 및 다른 과제의 기술들과의 통합도중 발견된 모든 오류
들이 수정되고 기술요구사항이 만족된 상태

사업화 9
공동실험장에서 테스트 중인 기술이 실제 실용화 또는 사업과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된
수준

표 3-2. 망간단괴 개발사업 TRL 기본형의 수준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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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준비수준 평가(안)

◦ 상업화 생산 'Y-1'년 시점에 기술준비상태(TRL)가 '9레벨' 수준에 이르도록 각 분야의 

기술개발 템포를 조정해야 함

- TRL은 실제로 기술이 준비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기초 및 정밀 탐사의 경우 현

재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8~9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광 및 제련의 경우 5~6

단계인 실용화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광구획득

(탐사권)

R&D
개발준비

광종 지역 기초 탐사 정밀탐사 채 광 선 광 제 련 환 경

망간단괴 태평양 O 9 8 6 - 5~6 - 중

표 3-3. 망간단괴 기술개발 준비수준 평가(안)

◦ 망간단괴는 탐사기술개발과 탐사권 획득에 이어 상용개발을 위한 채광과 제련 분야의 

R&D 추진이 필요

◦ 상용화에 필수적인 채광 및 제련 분야의 핵심기술이 아직 R&D 진행 단계로 기술개발 

여부에 따라 사업 진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

3. 탐사분야 기술수준 현황 분석

○ 자원탐지와 시료채취에 있어서 사업화 전 단계에 진입

○ 응용연구 및 실증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ROV, AUV 등)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은 민자유치가 적합함

기술분야 한국 일본 중국 EU 미국

자원탐지 7 9 8 9 9

시료채취 8 9 9 9 9

표 3-4. 경쟁국간 기술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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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기술분야
기술수준

비고
주요 내용 TRL

한국

자원탐지기술

- 조사선(9), 수층탐사(9), 

음향측심(8)

전자탐사(6)

ROV(6), AUV(4)

7 근접해저면 탐사기술 미흡

시료채취기술

자유낙하장비(9)

Grab/Dredge(9), Corer(9)

TV-grab(4)

8
TV-grab 등 정밀시료채취 

장비 미도입

일본

자원탐지기술

- 조사선(9), 수층탐사(9), 

음향측심(9)

전자탐사(8)

ROV(9), AUV(9)

9

최고수준 탐사기술 

구축완료

시료채취기술

자유낙하장비(9)

Grab/Dredge(9), Corer(9)

TV-grab(9)

9

중국

자원탐지기술

- 조사선(9), 수층탐사(9), 

음향측심(7)

전자탐사(6)

ROV(7), AUV(5)

8
자체 근접해저면 탐사기술 

미도입

시료채취기술

자유낙하장비(9)

Grab/Dredge(9), Corer(9)

TV-grab(9)

9
최고수준 시료채취기술 

구축 완료

EU

자원탐지기술

- 조사선(9), 수층탐사(9), 

음향측심(9)

전자탐사(9)

ROV(9), AUV(8)

9 AUV, 선상시추 등 일부 

특정기술을 제외한 

최고수준 탐사기술 구축 

완료
시료채취기술

자유낙하장비(9)

Grab/Dredge(9), Corer(9)

TV-grab(9)

9

미국

자원탐지기술

- 조사선(9), 수층탐사(9), 

음향측심(8)

전자탐사(9)

ROV(9), AUV(9)

9

최고수준 탐사기술 

구축완료

시료채취기술

자유낙하장비(9)

Grab/Dredge(9), Corer(9)

TV-grab(9)

9

표 3-5.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비전 및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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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전 및 목표 수립

비  전 망간단괴 개발 추진을 통한 상업생산 실현

목  표

광구유지 및 

개발권 획득
상업개발 준비 지원역량 강화

- ‘16년 계약연장
- 개발규칙에 따른 개발권 

확보

-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3개 이상 육성
- 국내법 제정

-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

      

분  류 주요 추진내용

 망간단괴 탐사계약 의무이행
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

◈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및 분석기술 국제표준화
◈ 기술표준화를 위한 환경자료 확보
◈ 독점탐사권 유지·관리 및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단계 참여

 상업개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상용화 기반 기술에 근거한 한국형 개발 타당성 평가 
◈ 개발사업 추진주체 및 단계별 사업관리방안 수립
◈ 심해저 광업법(안) 작성

 교육,훈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그림 4-1. 비전, 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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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추진내용

1. 망간단괴 탐사계약 의무이행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

□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및 분석기술 국제표준화

○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채광후보지역의 가채량 산정 

- 상업개발을 전제로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가채량 산정․평가 자료의 제출 의

무화에 대비함

- 정밀 탐사 및 가채량 평가 지침서 제작

- 국제해저기구의 가채량 평가 표준방법에 따른 가채량 정밀탐사 (AUV활용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한 산업생산시 필요한 가채량 도출

○ 분석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한 희토류 포함 표준시료 개발

- 대한민국 표준시료 개발을 통한 공신력 있는 망간단괴 정밀 금속함량 평가 수행 (희

토류 원소 포함)

- 미국(2종), 러시아(4종), 중국(3종), 일본(1종)이 ‘00년 이전에 표준시료(희토류 제외)를 

개발 완료하고 미국의 경우, 각국에 표준시료를 판매하는 상황임 

- 희토류를 포함한 망간단괴 표준시료 제작으로 금속 자원량평가 신뢰도 확보

□ 기술표준화를 위한 환경자료 확보

○ 실해역 환경탐사를 통해 저서생물(다양성, 분포)자료 표준화를 위한 자료 확보 및 환경

영향평가 지침서 제작

- 상업개발을 전제로 국제해저기구 표준기준에 따른 환경연구 자료의 제출 의무화에 대

비함

- 국제해저기구 저서생물 분류 및 채집 표준화에 따른 국제해저기구의 CCZ 환경공간관

리와 환경충격시험을 대비

- 광구해역 심해저서생물의 유전적 계통분류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전략 수립 

- 국제기준에 맞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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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10월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ISA 워크숍 결과 망간단괴 자원량 분류체계는 육상광상

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ISCO*의 분류체계를 준용키로 합의. 하지만 체약자 간

의 탐사물량 차이, 채광, 제련, 환경문제, 경제성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명확한 분류 기준

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며, 개발권 신청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 시에는 ISA의 표준안이 마

련될 것으로 예상

          * CRISCO(자원량 보고 기준 위원회):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 단, 파일럿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시험을 겸한 환경충격시험은 개발규칙 제정 이후 민간

자본으로 수행(위험부담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제해저기구 주관 국제공조 추진) 

2. 독점탐사권 유지·관리 및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참여

□ 한국을 포함한 6개 체약국(프, 일, 러, 중, 구 동구권정부연합, 한국)의 15개년 탐사권 계약

이 ‘16년에 종료되기에 개발규칙 제정(`20 이전)전까지 독점 탐사권 유지 및 개발권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

□ 국제해저기구 탐사권 계약 연장 및 의무이행사항 수행 

○ 국제해저기구와의 탐사권 5년 계약 연장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수행 및 연차보고서 작

성․제출 등 

○ 국제해저기구 규정에 따른 개도국 전문가 심해저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탐사권 연장

규칙 제1부속서 제2조 (e), 부록 참고)

□ 국제해저기구 활동을 통한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단계 참여

○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B그룹 및 법기위 활동을 통해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시 체약자 

입장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타진

○ 국제해저기구 주관 전문가회의(자원량 평가기준, 환경연구 등 표준화)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확대를 위한 의견 개진



- 46 -

□ 개발권 신청 및 확보를 위한 문서 준비

○ 채광시험 및 제련 효율, 국제해저기구가 규정한 환경분담금, 로열티 등을 고려한 사업

성 평가 자료 구축

○ 국제해저기구 ‘개발규칙’에 따른 상업생산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상업개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상용화 기반 기술에 근거한 한국형 개발 타당성 평가

ㅇ 산업화규모 개념설계 결과, 기 보유 관련 산업 인프라, 국제 광물가격 추이, 환경분담금, 

로열티 등에 근거한 한국형 정밀 타당성 평가(`16년 `20년 2회)

□ 망간단괴 개발사업 추진주체 및 단계별 사업관리방안 수립

○ 망간단괴 개발기술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운영 및 상업화 시점까지 해수부의 사업관리 방안 마련

- 망간단괴 개발기술에 관한 주요국 정책 및 관련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동향보고

서(연 1회) 발간

○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탐사, 채광, 제련기술 등 상업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이들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

로 육성함으로써 10년 이내에 3개 이상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으로 육성

□ 심해저 광업법(안) 작성

○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및 상업화에 대비한 민간주체 지원, 정부보증 

및 면책조항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안) 작성

- 국제해저기구는 회원국들에게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국내법 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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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훈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심해저자원 탐사기술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심해저자원탐사 및 개발 현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UST, OST 등에 실무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이들에게 현장승선 프로그램을 마련

- 민간기업과 자원개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탐사현장, 관련기술개발 현장 방문 등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아카데미(Deep Sea Mineral Academy)를 심해저자원개발협회에 

설치·운영

○ 개도국 과학자들에 대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기재부 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수립

○ 계약연장 뿐만 아니라 개발규칙 제정시 계약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

의 심해저 체약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제한된 예산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과의 기술/자본협력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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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진체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3단계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주체

별 역할 및 관련성을 구성함

○ 1단계에서는 심해저광물자원분야 연구 역량을 감안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연구기

관을 담당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 1단계 추진체계상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수부 : 계약 주체, 탐사/광구관리

     • KIOST : 연구주관

     • 타부처 :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교환 및 협력

        (산자부 : 기술개발/외교부 : 국제해저기구, 도서국간 외교협상 지원/미래부&기재부 : 

예산지원)

     • 국제해저기구 : 망간단괴 개발 주관 국제기구, 계약 연장 및 개발권 발급

     • 타계약주체 및 보증국 : 개발협의회 구성 및 정보교환

     • 심해협 : 심해저광물자원개발관련 아카데미 설립

     • 민간기업 : 사업참여, 기술협력 등 향후 개발 주체

○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산업화 진입 이전에 가칭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

립, 심해저광물자원사업을 전담하여 사업을 추진

○ 3단계에서는 연간 300만톤씩 상업생산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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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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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추진 전략로드맵

○ 사업추진 전략로드맵은 망간단괴 개발 추진을 통한 상업생산 실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ISA 의무이행을 위한 독점광구 유지·관리 및 개발권 준비, 상업개발 준비, 교

육·훈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최종성과를 

중심으로 5년(‘16~’20)을 기간으로 하여 작성함

그림 4-3. 사업추진 전략로드맵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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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적 타당성 

□ 정책성 평가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국가 상위 계획과 부합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범위 및 추진 방향은 '2차 해양개발 기본계획(OK21)‘의 해양수산발전을 위

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중점과제인 ’미래 

해양자원 개발‘ 분야에 해당

- 범위 및 추진 방향은 ’MT개발계획‘의 ’첨단해양산업 육성 기술‘ 및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분야에도 부합함

○ 해양자원, 해양과학, 해양산업 및 해양외교 등 국가 해양개발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

한 국가적 차원의 해양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함

○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탐사, 채광, 제련 등의 극한 환경 극복 기술이 소재기술 

및 해양환경 분야 등과 협력하여 해양과학 및 해양공학 기술의 상호 협력‧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

○ 특히,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기 확보된 광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제해저기구와의 계

약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상업화 시점에 대비하는 국가정책수립이 필요함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종합성, 기간의 장기성 등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

으므로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필요

-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광구 및 미래 해양자원 확보 측면에서 1% 미만의 금속 자급율

을 30% 이상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 확대가 필요

○ 해양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해양 경제 영토 확보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심해저광물자원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

-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상업화에 대비하여 기 확보된 광구의 관리와 개발권 신청에 대

비한 준비로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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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적 타당성

□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비전 및 목표설정의 우수성

○ 본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범위는 본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

표와 부합하고 있음

- 로드맵은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위한 국제해저기구 개발규칙제정에 주도적인 역할과 

독점탐사광구의 국제 표준화 및 개발권 신청요건 마련을 통한 산업화 역량 확대 및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성공가능성

○ 국내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은 해외 기술선도국과 비교하여 대등한 기술수준

을 보유하고 있음 

-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연구개발로 해외 기술선도국과 비교하

여 대등하므로, 상업화 시점에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할 경우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 산업화 추진을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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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적 타당성

□ 예산규모의 적절성

○ ‘16~’20년까지 사업의 예산은 5년간 총 117억원(연평균 23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5년간 2회(`17년, `19년)의 선박 및 임차료 64억원을 제외하면 연평균 10억6천만원이 

소요됨

- 광구․유지관리, 국제해저기구 의무이행사항 수행, 국제해저기구 기준의 가채량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기술확립, 국제 표준시료개발, 개발타당성평가, 국내개발법안 확정 

및 추진주체 결정, 상업개발시기 결정, 민간기업 투자 유치 등 수행 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한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본 사업의 중점 과제들은 미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개발권확보 이후, 우리나

라의 망간단괴 상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경우 ‘30년대 중점 프론티어사업으로 예

상하는 심해저 광업분야의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 국내 유일의 종합대양연구로서 대양 및 극한환경 과학탐사기술의 확보로 전 지구적 

해양환경 변화와 극한환경 연구기반 구축으로 과학기술연구 선진국으로 도약

- 심해저 관련 기술은 극한환경에서의 작업 기술로 조선, 항공, 우주 등 다른 극한환경 

응용분야로 관련 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됨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 증대 효과

-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망간단괴 광구의 개발사업이 상용화 개발로 진전될 

경우, 동,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자원의 국내 자급률이 약 9.47%(코발트)에서 최대 

45.98%(망간)까지 향상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수급 가능

○ 고용 창출 효과

-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위해 인프라 구축, 각 분야별 기술노하우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수출에 따른 산업 확장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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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망간단괴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국토해양부, ’10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3단계보고서),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투자액 

10억원 당 4.7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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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대효과

1. 경제적 측면

□ 국내 광물자원 자급률 향상과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광구의 상업화 성공시 국내 자급률이 코발트 46.1%, 동 

1.70%, 니켈 15.52%, 망간 38.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구 분 동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간

단괴

평균함량 1.02wt% 1.19wt% 0.22wt% 27.70wt%

예상생산량(A) 27,000t 31,800t 5,700t 639,300t

2023년 국내수요(G) 1,675,000t 212,000t 11,732t 1,948,706t

기대자급률 1.70% 15.52% 46.13% 38.38%

표 6-1.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시 기대되는 연간 예상금속량

주1) 연간 300만톤 씩 채광한다고 가정

주2) ‘23년 국내수요의 예측치중 동, 니켈, 코발트는 ’07년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STEPI(‘07)의 예측치를 사

용, 망간의 경우에는 ’11년 수급현황에서에서 연평균증가율 8%를 가정하고 계산

□ 연간 약 18.4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 예상

○ 망간단괴 함유 4대 금속을 대상으로 연간 300백만톤 생산시 금속별 예산생산량을 기준

으로 한 연간 수입대체효과를 볼 때, 구리는 약 1억 9천만달러, 니켈은 약 5억 8천만달

러, 코발트는 약 2억 1천만달러, 망간은 약 8억 5천만달러로 약 18억 4천만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 속 동 니 켈 코발트 망 간

예상생산량 약 27,000t 약 31,800t 약 5,700t 약 639,300t

평균 가격

(2008~2013)
$7,357.1/t $18,373.88/t $36,526.19/t $1.326.96/t

연간수입대체금액

(약 $18억 3,746만)
약 $1억 9,800만 약 $5억 8,429만 약 $2억 820만 약 $8억 4,833만

표 6-2. 예상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대체금액

주1) 연간 300만톤 씩 채광한다고 가정

주2) 평균가격은 ‘08년부터 ’13년까지 5개년 가격의 평균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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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측면

□ 신 해양환경산업 태동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환경보전 프로그램

과 밀접한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개발을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는 동

기 부여

○ 국제해저기구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시 해양환경보호를 핵심이슈로 선정하고 있

기 때문에 광물자원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산업의 창출이 예

상되므로 해양환경보호기술 개발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로 연계 가능

□ 대양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체계 구현

○ 망간단괴 탐사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과학적 자료는 대양저의 지체구조 해석을 통한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동 예측자료로 활용

3. 정책적 측면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창조경제에 일조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산업화가 성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

업 영역의 개척이라는 국가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확보된 기술을 타분야로 이전함으

로써 국가과학기술력 경쟁력을 강화

○ 국가미래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로서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고 산업동력

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동력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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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활용방안

1. 확보된 해양경제영토의 효율적 관리

□ 국제해저기구가 관장하는 심해저의 경우 정부 주도의 광구관리를 통한 신뢰구축 및 안정적 

탐사기반 구축 

○ 15개년 탐사계약이 종료되는 ‘16년 시점에 국제해저기구는 계약연장을 위해 그동안 개

별 계약자들의 계약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개발권 발급을 위해 환경충격시험을 포함한 환경연구 및 보전방안 수립이 필요한바, 잔

사배출 축소방안 등 환경영향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권 획득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로 활용

2.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준비

□ 법‧제도 및 비즈니스 체계 정립을 통해 해양광물자원개발이라는 해양신산업 창출

○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차

원의 지원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심해저 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심해저 사업의 산업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시점, 참여분야 등을 포함하는 상업준비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철저한 상업개발 준비

○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활용평가와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성

과도출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3. 유사 해저자원개발에 활용

□ 본 연구의 성과를 타광종, 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저자원개발에 활용

○ 심해저분야 관련기술 및 정책 동향, 상업개발 준비에 따른 추진전략, 국제 네트워크 구

축 등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등 향후 상업개발이 추진될 다

른 광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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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양, 타국 EEZ 등 현재 해저자원개발이 진행되는 다른 사업의 상업화 추진시 본 연

구로 도출된 성과 활용



부 록 1

탐사권연장규칙 
(ISBA_21_LTC_CRP.7_REV.2)

1. 국문

2.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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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ISBA/21/LTC/CRP.7/Rev.2

26 February 2015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1절, 제9항에 따른 탐사계획 승인 연장 절
차 및 기준 

I. 연장신청 양식 및 내용

1. 탐사계약 소지자(이하 “계약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각 탐사계약 연장신청서는 서면으로 ‘사무총장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각 신청서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연장 신청시 보증국 또는 신청국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한 해당 보증은 연장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증국 또는 신청국은 협약 제139조와 제153조(4)항 및 부속서 제4
조(4)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래 조항은 특히 재정위원회에 검토를 이관함

4. 탐사계약 연장 신청 수수료는 고정수수료 $110,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교환통화로 납
부되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완납되어야 한다. 

5. ISA가 해당 신청서 처리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상기한 고정수수료 이하일 경우 ISA는 차
액을 계약자에 환급해야 한다. 그 반대일 경우는 계약자는 차액을 ISA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
다. 그러한 추가지급액은 고정수수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6.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지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5항에 명시된 차액을 결정해야 하며, 
차액을 계약자에 통보해야 한다. 차액을 통보할 때 ISA가 사용한 비용 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계약자는 이사회가 동 신청과 관련하여 최종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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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탐사계약 연장신청 처리

7. 사무총장은 

(a) 모든 탐사계약 연장 신청의 접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때 접수일자를 명시
해야 한다.  

(b) 보증국과 신청국에 이 절차 3항의 요건과 함께 해당 신청의 접수를 통보해야 한다.   

(c) 해당 신청서, 첨부 문서, 부속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신청서에 명시된 기밀 정
보 및 데이터의 비공개를 보장해야 한다. 

(d) ISA의 회원국에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고 공개 가능한 일반 정보를 회람토록 
한다.

(e) LTC 위원에게 다음 회기의 의제로써 해당 신청이 검토될 예정임을 통보한다.

III. LTC의 검토 

8. LTC는 접수한 순서대로 신속히 탐사계약 연장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9. LTC는 계약자가 탐사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
한 검토와 관련하여 LTC는 작업계획의 이행 및 계약서의 기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필수 정보 및 추가 데이터 제출을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LTC는 검토시에 이들 절차 및 기준과 각 광물별 규칙, ISA의 절차를 일관성 있게 차별없
이 적용해야 한다.  

11. LTC가 해당 신청이 동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연장신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계약자
가 LTC가 요청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에게 사무총장 명의의 서면으
로 그러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수
정하여 제출하고, LTC가 추가 검토를 한 후에도 해당 신청의 승인을 권고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자에 그와 같이 통보하고 계약자가 30일 이내에 추가로 항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LTC는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및 권고를 준비할 때 그러한 항소를 고려해야 한다.   

12. LTC는 계약자가 성실히 탐사계약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나, 계약자가 불가항력으로 생산활
동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생산단계로의 이행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신청의 승인을 권고해야 한다. 

13. LTC는 ISA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가능한 신속히 해당 보고서 및 권고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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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회의 검토

14. 이사회는 유엔해양법 이행협정 부속서 제3절,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LTC의 탐사계획 
승인 연장 신청 관련 보고서 및 권고를 검토해야 한다.

15.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동 계약은 사무총장 및 부속서 II의 양식에 명시된 협정의 계약자 
대표가 인정(execution)함으로써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의 계약 조건은 관련 규칙에 따라 연장 
당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V. 잠정 규정

16. 탐사계약 연장신청이 동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으나, 차기 LTC 회의 이후이지만 차기 이사
회 회의 이전에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해당 계약과 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차기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어 LTC의 보고서 및 권고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연
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
는날로부터 5년 또는 5년 이하의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이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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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

탐사계약 연장신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계약자가 탐사계약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근거. 연장기간(최대 5년). 다음을 또한 포함해야 한다. 

(a)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생산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b)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산 개시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 (국제시황 일반 또는 해당 계
약건의 경제성 분석 결과 등) 

2. 전체 계약기간 동안 (현재까지)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의 상세 요약 및 탐사계약에 따라 측
정하여 얻어진 결과. 해당 요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ISA가 지정한 특정 광물자원에 대한 보고기준에 따라 광물자원 및 그 매장지 평가 내용 및 
탐사해역 내의 공간적 분포 내용
(b) 계약자 지침 관련 권고에 명시된 환경변수와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환경기반 데이터의 요
약 표
(c) 탐사계약에 따라 ISA에 제출한 모든 보고서 목록
(d) 탐사계약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 및 정보의 완벽한 내역(inventory)

(e) 탐사계약서에 따라 연례 보고서 검토를 한 후 ISA가 요청한 모든 데이터. 또는 계약서에 
따라 ISA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아직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ISA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제출되
지 아니한 데이터
(f) LTC가 망간단괴 탐사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정한 계약자 지침상의 권고에 따라 탐사계약
에 따라 사용된 비용의 세목.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된 연간비용 차액;

(e) 탐사계약에 따른 교육훈련 요약

3. 연장기간 동안의 탐사프로그램(안) 내용 및 스케줄. 상세활동 프로그램. 탐사계획의 수정 및 
추가내용. 연장기간 동안 계약자가 필요한 생산활동 개시 준비를 완료할 것임을 서약

4. 연장기간 동안 포기하는 구역의 상세 설명

5. 연장기간 동안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연간 비용 내역

6. 망간단괴 탐사규칙에 따라 LTC가 제정한 계약자 지침상의 권고에 따른 연장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7. 탐사계약의 연장신청을 위해 제출할 데이터 및 정보는 ISA가 지정하는 hard copy 및 디지털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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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ISA와 계약자간에 광물자원 탐사 계약 연장을 위한 협정
ISA (대표 사무총장)와 계약자(대표 ....)는 (몇월 몇일)에 서명된 (원계약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체결된 광물자원 탐사계약 및 관련 부속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몇월 몇일)부터 (몇)년 동
안 연장하기로 합의함.  

1. 동 계약서 Schedule 2를 이 협정 부속서 I에 첨부된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 

2. 동 계약서 Schedule 3을 이 협정 부속서 II에 첨부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 

3. 계약서 1항에 명시된 기본 규정은 이 협정의 부속서 III으로 대체(해당 기준은 계약서에 포
함될 것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상기한 개정을 제외하고 계약서는 기존의 내용대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 개정안은 (OO월 
OO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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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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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자원량평가 및 환경연구 
표준화에 관한 

국제해저기구 워크샵
권고사항 내용요약 및 

관련문서

1. 심해저 망간단괴 자원량 분류 표준에 관한 워크숍 

권고내용 요약 및 관련문서

2. CCZ 대형동물 분류표준에 관한 워크숍 권고내용 

요약 및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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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해저 망간단괴 자원량 분류 표준에 관한 워크숍 

권고내용 요약 및 관련문서

○ 계약자들간에 파일럿채광시험 및 채광시의 환경영향 연구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우선 합의함

- 계약자의 채광장비 개발 일정을 공개할 것

- 파일럿채광시험과 관련한 잠재적 협력 및 채광장비의 환경영향 연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

- 계약자 지원을 위한 파일럿채광시험 및 환경영향평가 노력 관련 계약자 간의 협력 지
원, 위험부담 감소, 비용감소, 기술공유, 집광관련 환경영향 감소 노력을 지속할 것

- 탐사와 생산의 과도기에 적용할 규범의 개발이 필요함

○ 광물자원 탐사 정보 보고 표준화를 위하여 보고 양식은 CRIRSCO의 국제보고 양식

(International Reporting Template)을 참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 수정된 양식은 법률기술위원회가 검토할 것

- ‘채광가능 해역’의 개념은 UN Ocean Economics and Technology Branch가 사용하는 
정의를 적용하여 단괴 매장량과 등급이 사전에 결정된 최소요건 이상이며, 지형이 허
용불가능한 상태인 해역으로 정의함

- CRIRSCO의 광물자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질은 UN 기본분류체계(Framework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분류함

- 동 양식에 나열된 수정요인을 적용할 때 기상, 수송, 해저지형, 국제적 이윤 분배 등
이 고려되어야 함

- 자원분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진 자가 수행해야 함

○ 많은 계약자들이 이미 CRIRSCO나 UNFC의 자원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국제해저

기구가 자원분류에 관한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계약자들은 국제해

저기구가 개발하는 분류체계를 사용할 것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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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Z 대형동물 분류표준에 관한 워크숍권고내용 요약 및 

관련문서

○ 계약자들간에 파일럿채광시험 및 채광시의 환경영향 연구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채광시스템 중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향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

- 계약자 지원, 위험부담 감소, 비용감소, 기술공유, 집광관련 환경영향 감소 위주로 논
의할 것

○ 계약자는 생물학적 표본채집 목적의 탐사를 실시할 것

- 생물팀에 충분한 선상 공간을 분배, 지정된 연구해역에서 충분한 시료채집시간을 허
락할 것

- 시료는 누적 분석하고 반복하여 채집할 것

- 수집된 시료는 국제수준의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필요시 연구목적을 위해 대여 및 공
개할 것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것

○ 표본은 국제해양종등록소(World Registry of Marine Species) 기준에 따라 종을 기준으

로 분류할 것

○ 다음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실시

- 훈련, 산학협력, 분류학의 일관성과 품질 관리, 기술협력체제 구축, 분류전문가 자문시
스템 구축, 여러 해역의 표본 평가시 상호 검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생물분류 관련 
일관성 유지를 위한 계약자간 또는 학계와의 협력체제 개발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신규 분류항목을 추가하고 CCZ 관련 작업은 유명 학술지에 시

의적절히 발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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