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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

□ 배  경

○ OCBPA 분야별 전문가의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사례 발굴 필요

- OCBPA 해양 및 연안분야에 대한 당대 최고의 우수사례로서 이를 발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그러나, ‘조직위’의 OCBPA 전담직원은 단 1명뿐으로 이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수행이 불

가피함(2010년 7월 1일 부로 OCBPA과를 신설하여 조직 및 인원 보강)

○ 추천 공모를 위한 홍보 및 후보사례별 유치 전략 필요

- OCBPA 전시관은 해양분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당대 최고의 사례

를 전시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미래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여수 세계박람

회의 주제를 구현하자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외국기관의 경우 전시참가시 많은 예산과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나,

박람회가 추구하는 미래해양의 비젼 제시 등 범인류적 계몽활동에 참여한

다는 성과 이외에 가시적인 성과가 불투명해 많은 외국기관이 전시참가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됨

- OCBPA의 성공여부는 외국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해외우수 사례들

이 많이 참가하는데 달려 있음. 따라서,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천 공모 및 전시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 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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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BPA의 적기 추진을 위한 ISC 운영 전략 필요

- OCBPA 전시는 조직위와 국내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발굴한 사례들을 바탕

으로 ISC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계획 시기 및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절차 진행이 필요함

- 또한, 조직위에서 ISC 심사기준, 심사 대상 사례, 전시참가 규정 등을 마련

하고 사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ISC 회의에서 추인이 필요한 현실임

- 그러나 각 국제기구 등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ISC는 많은 중요 공식행사 

일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회의참석 유도 또한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동 용역을 통해 ISC 운영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행이 필요함

□ 목  적

○ 해양․연안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발굴하고 면밀한 검토 등을 통

해 OCBPA 전시대상 선정 ISC 회의 안건* 마련

* OCBPA 참가대상 발굴 검토 및 예비 순위, 참가규정 제정안, ISC 심  사

기준안 등 

○ OCBPA 전시 대상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유치 활동을 위해 접

촉대상 외국기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모 및 

유치 홍보 전략 수립

○ ISC 2차 회의(‘10.5)에서 유치대상 후보로 선정된 사례들의 전시구상계획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 조직위가 최적의 사례를 유치할 수 

있는 검토 보고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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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역 내용 및 범위

□ 주요내용 및 범위

○ OCBPA 사례발굴 및 분석 보고

○ OCBPA 전시 참가규정 제정안 제안

○ ISC 심사기준안 제안

○ ISC 운영 전략 마련

○ OCBPA 참가자 기술협상을 위한 검토보고

○ 우수사례 발굴 및 참가기관 대상 유치 전략 마련

□ 과업수행방법

○ 연구용역팀 구성․운영

- 한국해양연구원 참여연구원 8명

- 전시․연출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 구성

○ 해양․연안분야 관련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공모 추천 또는 조사된 사례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을 전략 마련을 위한 

파트너로 구성

- 전문가들의 능력 활용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과업수행기간

○ 연구기간 : ‘10.04.08 ∼ ‘11.04.08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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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CBPA 기본연구 

1. OCBPA 개념 및 배경

가. OCBPA의 개념  

○ BPA(Best Practice Area)는 “최우수 사례”란 뜻으로 해당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가리킴

○ OCBPA는 해양․연안 분야에서 범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한 세계 최고

의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의미함

* BPA를 최초로 추진한 것은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UBPA)임

○ 당대 지구촌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소개,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경제, 과학기

술 발전을 도모함

- 대표적 사례 : 증기기관(1851 런던 EXPO), 전화기(1876 필라델피아 EXPO),

에펠탑(1889 파리 EXPO), 자동차(1885 안트워프 EXPO), 비행기 실용화

(1904 세인트루이스 EXPO), TV(1939 뉴욕 EXPO) 등

○ OCBPA를 통해 해양분야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해

양산업․과학기술 등 발전의 ‘컨베이어’ 역할을 수행함

○ OCBPA 내용이 전 세계 소개되고 오래 동안 회자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

람회 이후에도 주제 구현의 효과가 지속 가능함

○ 블루이코노미 시대를 위한 미래기술 및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기업, NGO

등 참여 확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공감대 확산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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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CBPA의 배경

○ BIE 사무총장이 조직위에 OCBPA 추진을 제안(‘08.10)

- 해양을 주제로 하는 OCBPA 추진을 제안하고, ‘Ocean Forum’을OCBPA와 

연계할 것을 권고('08.10 / BIE 집행위원회)

- BIE 사무총장은 전략기획단과 OCBPA 추진방안 협의 시 별개 전시영역의 

OCBPA를 제안 (‘08.10 /제1회 여수국제심포지움)

○ BIE에 인정 신청 시 OCBPA 추진계획(안)을 제출('08.12)

- 위치/규모 : 수변광장 주변/연면적 5,500㎡의 독립전시관(2층)

- 전시내용 : 6개 부제별로 3개의 BP를 전시(총 18개)

○ OCBPA 면적․위치 수정('09.4 / 제10차 MP 회의)

- (당초) 5,500㎡의 독립전시관→(수정) 1,600㎡, 주제관 내부(2층)

* 현실적인 제약으로 주제관 일부를 OCBPA 공간으로 활용

○ BIE 사무총장과 OCBPA 구상(안) 협의('09.8.11 /서울)

- 기본적으로 BIE 사무총장은 조직위가 제안한 OCBPA 추진절차․체계․전

시분야 등 구상(안)에 대해 공감 의사 표명

* 참석 : 고위자문역, 전시운영․대외협력본부장, 주불대사 등

- 상해세계박람회 사례(UBPA)를 참고하여 OCBPA를 위한 국제선정위원회

(ISC)를 구성하여 세부절차 등을 진행키로 함

○ 국제선정위(ISC) 구성 및 ISC 1차 회의개최(‘09.11월, 제주)

- ISC 위원장․사무총장 선임 및 참여위원 구성

- Master Plan (안) 승인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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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BPA 사례 공모 및 심사 실시 

- OCBPA 전시 국제공모를 실시(‘10.4)하고, 분석 및 검증을 토대로 2차 ISC

회의 시 1차 후보사례 도출(’10.5, 파리)

- OCBPA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 3차 ISC 회의에 상정할 후보사레 선정

(‘10.8)

- 3차 ISC 회의 시 최종 OCBPA 선정(’10.11, 부산)

2. 기존 BPA 사례(상해세계박람회와 UBPA)

가. 개  요

○ Urban Best Practice Area의 BPA는 최우수 사례라는 뜻으로서 도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당대 최고로 인정되는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지칭

○ UBPA는 상해세계박람회의 주제인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테마를 구현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

○ UBPA는 세계 도시들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박람회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임 

○ UBPA는 주제와 관련한 사례 전시로서 세계박람회 최초로 도시를 참여시킨 

점에 의의가 있음

○ UBPA는 기존의 국가관 파빌리온에 포함되지 않게 각각의 참가도시들이 세

계박람회에 독립적으로 참가할 기회를 부여함

○ UBPA는 각 도시가 수행하고 있는 가치 있는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쇼케이

스로 기능함과 동시에 도시경영 성과와 도시발전 전망 등을 전시함으로써 

세계의 도시들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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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구성

○ 15ha의 UBPA는 독립공간(3개 개별전시관 및 오픈 스페이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푸강 서쪽의 E Zone에 위치

- 북부 전시 : 알자스사례관, 청두사례관, 함부르크사례관, 런던사례관, 마카오

사례관, 마드리드사례관, 메카사례관, 닝버사례관, 오덴세사례관, 론알프주

사례관, 론알프주조명사례관, 상하이사례관, 벤쿠버사례관, 시안사례관

- 중부 전시 : 쑤저우, 베니스, 리버풀, 카이로, 항저우, 본지체리, 몬트리올, 브레

멘, 프라이부르크, 광저우, 이탈리아환경부, 로테르담, 세인트폴, 톈진, 뒤셀

도르프, 알렉산드, 아흐메다바드, 알렉산더, 서울, 볼로냐, 선전, 프라하, 말

뫼, 제네바/취리히/ 바젤, 오사카, 빌바오, 파리/파리대구역, 베이징, 바르셀

로나, 홍콩, 이즈미르, 대북

- 남부 전시 : 파리구역, 브레스트, 본-부하라, 룩소르, 샌프란시스코, 빅토리

아, 브로츠와프, 로자리오, 하노버, 연변, 둥관, 광저우, 불산, 중산, 우전, 쿤

산, 양저우, 저우좡, 샤먼, 당산, 로테르담, 홍콩, 브레멘, 오덴세, 뤄아, 리버

풀,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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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PA MAP

다. 콘텐츠 구성

Ⅱ. 지속가능한

도시화
Ⅰ. 살기 좋은 도시

Ⅲ.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Ⅳ. 건축환경에서 

기술적 혁신

○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ISC)에서 제안한 4개 전

시영역으로 구성   

-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 / 지속가능한 도시화(Sustainable Urbanization) / 문

화유산의 보존과 활용(Protection & Utilization of the Historical Heritages)

/ 건축환경에서 기술적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in Built environment)

- 도시건축, 실제 도시모습을 담은 구조물, 도시 내에서 물과 관련된 환경, 문

화적 보존, 환경친화적인 제품 등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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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형태 

○ 빌트타입 

- 독립관 형태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참여

- 모형방식의 전시형식으로 일정한 부지 위에 1:1 size의 실물 형태로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방식

○ 파빌리온 타입 

- 기존 부지의 공장을 개조한 공간을 이용하여 각 도시별 일정 면적을 배분

하여 전시공간으로 조성

마. 주요 참가도시 및 내용
구분 파빌리온 내용

북부
(건설
사례)

1. 알자스사례관

- 태양에너지를 통해 실내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한 친환경 건축사례

→ 에너지사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건물

→ 알자스는 유럽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녹색성장의 롤모델

로 손꼽힘

- 워터스크린 태양에너지 벽은 컴퓨터로 자동제어 되며 실외 온도와 일

조량의 따라 자동개폐가 가능

- 에너지 절약 조명시스템 선보임

2. 청두사례관

- 물 보호를 주제로 한 도시 생태경관 공원

- 청두의 흐르는 물 공원을 본떠 축소판으로 건설

- 빗물을 받거나 황푸강을 활용하여 공원을 흐르는 연못을 만들고 나무

와 식물을 심어 자연정화 시스템을 구성

- 다양한 생태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인 물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오수처리법을 전시

- 청두에서부터 옮겨 심은 식물과 나무를 포함하여 공원에는 60종 이상

의 식물들이 있음

- 공원의 ‘fish tail' 구역은 'piano keyboard'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Keyboard를 하나씩 밟을 때 물 스프레이가 나옴

- 엑스포회장의 화장실에 사용될 물, 30㎥을 정화하는 습지공원 조성

- 활수공원의 20여개의 ‘식물의 못’은 하루에 약 300만 톤의 오수를 처

리하여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음

3. 함부르크사례관

- 에어컨과 난방이 없이도 사계절 내내 25℃의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

-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함부르크 하우스를 통해 함부르크 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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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빌리온 내용

노력을 소개

- 함부르크의 대규모 워트프론트 개발사업인 하펜시티 프로젝트 전시

- H2O로부터 영감을 받아 건축

4. 런던사례관

-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현한 주거지

→ 베링톤 :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발

한 지역

→ 런던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로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에너지 자립단지이자 친환경 탄소제로도시 개발의 롤모델, 탄소 에

너지발생을 줄이는 직주근접을 실현

→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연간 1만여 명이 

찾아 올 정도

- 태양, 바람, 남은 음식물, 빗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2채의 에너지 하

우스

5. 마카오사례관

- 백년 역사의 오래된 전당포 ‘덕성안’의 재건 및 활용

→ 1917년에 설립된 전당포로 20세기 초중반에 마카오에서 가장 큰 

전당포였으나, 서서히 기울다 1993년에 문을 닫음

→ 마카오 최초의 정부가 2001년 재건하였으며 민간과 공동으로 박물

관으로 탈바꿈 시킴

→ 2003년 시설이 오픈한 이후로 4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매력적

인 곳이 됨

- 전당포 전시관, 영웅인물 갤러리, 마카오 자료관 등이 설치

6. 마드리드사례관

- ‘대나무집’, ‘에어 트리’를 비롯한 재활용 에너지, 신규 친환경 소재,

선진 생태기술 및 유효한 건설공정을 널리 응용한 공공주택

→ ‘에어 트리’ 건축은 기후적으로 변형되는 도시건축으로 100% 재활

용이 가능한 철재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나무들이 층층이 심어져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함 

7. 메카사례관

-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방 중의 하나인 미나 계곡이 4㎢

의 범위 내에서 300만 명 인구의 거주문제를 해결한 내용 전시

- 18개 텐트와 지름 26m의 파라솔을 이용하여 극한 조건 속에서의 거

주환경을 보여줌

8. 닝버사례관

- ‘마을이 풍경 속에 있고, 풍경이 도시 속에 있다’라는 생활모델의 유

일한 농촌사례

- ‘자연상태를 통해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을 통해 생태를 보호한’ 녹색

마을의 대표격으로 전시

- 자연체험구역에서 방문객은 시냇물 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며 자

연과 상호교감할 수 있으며 에코포토에서는 우아한 꽃 모자와 식물코

트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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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빌리온 내용

9. 오덴세사례관

- 화석연료를 최대한 피하고 자전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덴세 사람들

의 지혜와 경험, 미래적 비전이 전시

→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오덴세

→ 최근 오덴세는 550km의 자전거 도로로 네트워크되어 있음

10. 뤄아사례관

- 구운 점토를 이용한 천연적인 원자재 재활용

- 식물로 뒤덮인 지붕은 공기정화, 온도조절 등의 기능이 있으며 폭우

가 내릴 때도 배수가 잘 됨

11. 뤄아조명 
사례관

‘도시 에너지 절약 조명시스템’의 규칙과 건설 경험

12. 상하이사례관
- 상하이시 민항구에 지어진 중국 최초의 시범 에코하우스

→ 상하이시의 에너지 소모가 없는 생태시범 첫 번째 건축물

13. 벤쿠버사례관

- 1970년대에 대대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네오빅토리아양식의 거리로 

변신한 내용

- 벤쿠버 올림픽 선수촌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어떻게 도시가 

살기 좋게 되었는지를 전시

14. 시안사례관

-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화 유산 공원이 될 ‘대명궁’ 유적 보호 재건축

사업과 도시생활의 조화로움

→ 896년에 전란으로 파괴된 대명궁은 당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

심지였으며 자금성 규모의 4배에 해당함

→ 1950년대부터 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본격적인 복원작업과 주변 재

건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방문객은 화려한 옛 제국과 현대의 드라마틱한 발전을 3D 시네마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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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빌리온 내용

중부

(전시관 

사례)

1. 쑤저우사례 - 쑤저우고성의 보호와 갱신

2. 베니스사례 - 베니스 역사유산 보호와 이용의 실천

3. 리버풀사례 - 리버풀 역사유산 보호와 재활용

4. 카이로사례 - 고대 역사도시 부흥의 일체화 방식

5. 항저우사례 - 서호를 핵심으로 한 ‘오수공도’ 치수실천이 ‘품질 항저우’를 건축

6. 본지체리사례
- 경제와 환경발전목표를 지향한 유산보호실천 : ‘02-04 아시아 도시 
프로젝트’

7. 몬트리올사례 - 생미셸구역의 환경복합공사-세계급 모범 실천

8. 브레멘사례
- 지식에서 혁신으로 : 도시교통 문제점 해결방안
- 도시의 자연, 과학, 교통, 문화, 미래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 자동차 
렌탈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사례 소개

9. 프라이부르크 
사례

-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 옛날 병영의 생태개조 범례

10. 광저우사례 - 도시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물환경 처리 행동

11. 이탈리아 
환경부사례

- 이탈리아 풍격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

12. 로테르담 
사례

- 물의 도시 로테르담

13. 세인트폴 
사례

-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법안

14. 톈진사례 - 중국 톈진시 화명 시범도시

15. 뒤셀도르프 
사례

-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공존 : 주거단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의 
전략목표와 성과로 삼자

16. 알렉산드 
사례

- 지방사회와 공동한 인식에 기초한 관리 실천 : 사회의 융합을 촉진하
는 전략

17. 아흐메다 
바드 사례

- 아흐메다바드의 도시관리제안

18.
알렉산더사례

- 알렉산더의 대도시 발전전략

19. 서울사례

- 주제 : 컬처노믹스 & IT(정보기술)
- 5개 존으로 구성 :　하이 서울존 / 투어링 서울존 / 서울광장존 /
서울하늘존 / 서울르네상스존

- 서울의 문화 시설, 전자정부,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청계천과 IT 기술, 한강 보행로 등을 소개하며 역사적인 도시의 곳곳
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인기 프로그램 : 컴퓨터 로봇이 관람객 얼굴을 유화처럼 그려주는 
‘디지털 아티스트’, 서울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류스타와 합성사진을 
찍어주는 ‘디지털 프랜드’, 시간마다 펼쳐지는 ‘주제 퍼포먼스 공연’
을 통해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음 

20. 볼로냐사례 - 볼로냐의 문화창의 산업발전과 사회의 포용정책

21. 선전사례 - 도시 속의 농촌 재생 이야기

22. 프라하사례 - 현대도시의 역사 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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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빌리온 내용

23. 말뫼사례 - 옛 공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24. 제네바,
취리히, 바젤 
사례

- 수질 개선으로 도시생활을 더 아름답게

25. 오사카사례
- 선진 환경도시, 물의 도시 오사카의 도전
- 홍수 등 물의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발달된 수상 교통 등을 소개

26. 빌바오사례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도시전략 중의 프로젝트 유치

27. 파리/파리대 
구역사례

- 한 갈래의 강, 하나의 명승지, 하나의 생활방식
- 파리 중심지의 공원과 정원, 문화지역, 친환경 빌딩,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 도시 시설과 사회적인 어메니티를 통해 매력적이고 살기 좋
은 도시, 파리를 보여줌

28. 베이징사례 - 국가 올림픽마을

29. 바르셀로나 
사례

Ⅰ: 바르셀로나 도
시중심의옛성
구역

- 거울로 이루어진 5개 큐브 안에 바르셀로나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

-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개발
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노하
우 제시

Ⅱ: 바르셀로나 혁
신구역

30. 홍콩사례

- 스마트카드, 스마트시티, 스마트라이프
- 관람객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그래픽 비디오 월을 외관에 연출
- 스마트 카드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홍콩의 첨단 도시 시스템을 소개
하고 세계에서 RFID 기술을 활용하는 2개의 공항 중 하나인  홍콩 국
제공항의 기술 전시

31. 이즈미르 
사례

-도시의 하수구 재건 : 이즈미르의 도시 오염배출공사

32. 대북사례

Ⅰ: 자원순환이 영구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범 도시

Ⅱ: 대북 와이브로-와이브로로 인한 편리한 도시

남부

(기타 

전시관 

사례)

33. 파리구역 
사례

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전략과 관리

Ⅱ: 미래의 역사도시 창조

Ⅲ: 지속가능한 도시의 유산에 대한 회복과 발전

34. 브레스트 
사례

- 해양세계박람회

35. 본-부하라 
사례

- 에너지절약은 학교로 부터

36. 룩소르사례 - 고분에서 새도시 및 카낙신전에로의 개발관리 프로젝트 

37. 샌프란시스코 
사례

- 글로벌 온난화 : 자매도시 협력으로 국가모델 현지방안 모색

38. 빅토리아 
사례

- 미래의 교실

39. 브로츠와프 
사례

- 레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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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빌리온 내용

40. 로자리오 
사례

- 로자리오 강가대중구역의 건설관리

41. 하노버사례 - 10년 후의 하노버지역 전시

42. 연변사례 - 동북아의 녹색생태 ‘금삼각’, 다민족의 조화로운 행복의 가정

43. 둥관사례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동력 창출

44. 광저우사례 - 적합한 거주환경 건설-청산녹지행동

45. 불산사례 - 문명을 계승한 불산-불산 도자기 문화의 현재, 과거, 미래

46. 중산사례 - 박애․조화로움, 도시생활을 더 아름답게

47. 우전사례 - 중국-우전의 역사유산 보호와 실천

48. 쿤산사례 - 쿤산, 생태로 도시의 활성화를 유도

49. 양저우사례 - 양저우의 고성 보호

50. 저우좡사례 - 물로 ‘씻어’낸 ‘제일’수향

51. 샤먼사례 - 온화한 도시, 해상화원

52. 당산사례 - 당산시 남부 석탄채굴 침강구 생태관리 프로젝트

53. 로테르담 
사례

- 물의 도시-로테르담

54. 홍콩사례 - 스마트카드, 스마트도시, 스마트 생활

55. 브레멘사례 - 지식에서 혁신으로 : 도시교통 해결방안

56. 오덴세사례 - 자전거의 부활

57. 뤄아사례
Ⅰ: 도시환경 하의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집

Ⅱ: 도시 에너지 절약 조명시스템

58. 리버풀사레 - 리버풀 역사유산 보호와 재활용

59. 바르셀로나 
사례

- 바르셀로나 혁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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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 참가도시 사례 이미지
구분 사례 이미지

북부 전시

 

시안사례관 청두사례관

 

함부르크사례관 닝버사례관

 

오덴세사례관 런던사례관

 

론알프주조명사례관 마드리드사례관

상하이사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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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이미지

중․남부 전시

 

홍콩사례관 바르셀로나사례관

 

오사카사례관 볼로냐사례관

 

브레멘사례관 몬트리올사례관

 

서울사례관 쑤저우사례관

○ 북부 전시관 사례 : 1:1 실물 모델로 전시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미래 도시

의 아름다운 생활패턴을 사전에 느끼도록 함

○ 중부 전시관 사례 : 옛 공장건물을 개조한 전시관으로서 관람객들과 도시건

설의 경험을 교류하도록 함

○ 남부 전시관 사례 : 세미나 및 공연 등의 방식으로 사례보고홀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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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UBPA ISC(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진행과정

○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구성

- 관련 전문가와 BIE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Co-Chair System 도입

- 20인 내외의 글로벌 인사로 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이 ISC 실무 간사역할 수행

○ 진행절차 : 6단계로 진행

- ISC 사례분류 제안 ￫ 사례제출(ISC 요구형과 자체 제출형으로 구분) ￫ 예비

선택 ￫ 검토 및 승인 ￫ 컨설팅 ￫ 최종선정 

○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중 회의를 통해 Best Practice를 선정

아. UBPA 사례분석을 통한 착안점

○ 세계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가 

독립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부여 

○ 국가 파빌리온과 UBPA의 주요 컨텐츠를 연출 아이템으로 연계함으

로써 국가 및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너

지 효과 발생 

ex) 덴마크 국가 파빌리온 & 덴마크 오덴세 UBPA : 안데르센의 고

향_오덴세 / 안데르센의 대표적인 작품_인어공주 / 인어공주 조각

상 진품_코펜하겐의 상징물 / 코펜하겐과 오덴세의 상징적인 아이

템_자전거

○ 실질적인 사례 전시의 특성상 컨텐츠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

반 관람객을 위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FUN적인 요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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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공간 분석 및 활용방안

가. 주제전시공간과의 연계성

□ 개념적 연계성

○ 주제 구현의 핵심시설인 주제관에서 주제의 개념적 표현(Concept)과 그 구

체적인 실현 중 최우수 사례(Fact)를 전시함으로써 개념의 실현 가능성과 노

력들을 보여줌 

□ 공간적 연계성

○ 1층 주제 전시공간, 2층 OCBPA공간으로 각각 분리하며, 주제관 진입 시 선

택 동선으로 관람을 유도함으로써 동선의 효율성과 OCBPA의 관람 요구자

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관람동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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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공간 구성

□ 전시 기본방향

○ 1층 전시와 2층의 전시공간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출적 방법에 있어 

두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

○ 주제를 표출하는 주제관이라는 공간 안에 담겨있는 전시인 만큼 주제관과의 

연계를 고려한 컨텐츠 구성

○ 주 타겟층인 준 전문가의 수준에 맞는 전시 연출과 내용적 구성 필요

○ 일반 관람객 또한 이해 가능하도록 배려한 쉽게 이해 가능한 전시요소 고려

○ 분야별로 선정된 과학 및 기술, 산업 및 비즈니스, 정책 등을 전시하는 기획 

초청전시와 바다와 관련된 창조적 제안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

는 자유전시를 공간상 구분 없이 전시주제 및 연출방식의 연계성에 따라 체

계적으로 전시

○ 참여하는 기관, 단체의 전시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규모가 상이할 것이

므로 전체 공간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에 따라 사전 치밀한 기술협의가 필요

하며, 이에 따라 균형잡힌 조화로운 공간구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OCBPA 공간 내부의 전시물 구성 계획 시 현 건축공간의 높이와 타 전시물

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높이의 상한을 정함

○ 기획초청 전시연출

- OCBPA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고려한 전체 컨셉을 설정

- 각 카테고리별 컨텐츠의 성격에 맞는 핵심 전시물을 계획하고, 전체 통일성

을 유지하며, 전시물과 컨텐츠 및 매체는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주어진 공간 

내에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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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공간 분석

구분 연출내용 천정높이

Ⅰ구역 310.41㎡ 5,500~7,600mm

Ⅱ구역 1,075.14㎡ 4,300~6,000mm

Ⅲ구역 235.37㎡ 4,300~5,400mm

Ⅳ구역 234.38㎡ 4,500~7,300mm

계 1,855.30㎡ -

※ 건축 실시설계 납품도면 기준  

○ 평면구성

- 2층 홀 역할을 하는 전시공간과 각각의 독립된 실로 구성된 세 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

- 1, 2층 사이의 VOID공간이 있어 시각적으로 연계된 연출이 가능

- 비정형적이며 유기적 형태의 평면으로 공간의 모듈화를 고려 시 기존의 사

각형 시스템 부스의 적용은 어려움

Ⅱ구역
1,075.14㎡

Ⅳ구역
234.38㎡

Ⅲ구역
235.37㎡

Ⅰ구역
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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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구성

3전시실 4전시실2전시실

- 공간의 천정 높이가 최고 7,600mm, 최저 4,300mm으로 일정하지 않아, 전

시 컨텐츠별 전시물의 특성에 맞는 높이 기준의 설정 필요

- Ⅱ구역 전시공간은 2층 홀의 역할과 함께 좁고 긴 특성을 가지므로, 관람객

이 각각의 해양과학 및 기술,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해양정책 전시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개방되도록 구성하여 각 공간으로의 동선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개별 둥근형태의 3개 전시실(Ⅰ구역, Ⅲ구역, Ⅳ구역)은 각각의 실로 구성되

어 테마화 된 전시공간 구성이 가능

Ⅱ구역



－ 27－

□ 전시연출(안)

○ 컨  셉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길(路)의 확장

바다를 알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인류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바다와 인류가 상생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봄

- 해양과학 및 기술

Ÿ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양 데이터와 수많은 정보를 대중적 친숙한 소재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Ÿ SOS System과 같이 바다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연출을 중

심으로 미디어테이블과 미디어 폴을 구성하여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검색

Ÿ 참가자별 컨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부스설치

Ÿ 해양 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와 함께 각각의 기관 및 기구가 가진 

특성을 전시

-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Ÿ 좁고 비정형적인 공간 조건을 고려하여 행잉형 부스를 설치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해양정책

해양과학
및

기술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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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앙에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과 경제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디오라마를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으로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쌍방

향 체험적 방식으로 전달하여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

- 해양정책

Ÿ 해양 정책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 해양환경의 모습을 감상한 후, 주제

전달로 전시를 마무리하도록 구성

Ÿ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형 공간구성

※ 각 분야별, 사례별 전시물에 따라 공간연출은 변경될 수 있음

○ 연출구성

구분 연출내용 연출매체 위치 및 면적

기

획

초

청

전

시

해양

과학 

및 

기술

전지구 관측 시뮬레이션 

핵심전시물을 설치하고,

해양관측이 전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세부 활용사례를 참가자별 

부스를 제작하여 전시토록 

구성

- SOS SYSTEM

- 미디어 테이블

- 검색 시스템

- 부스제작, 그래픽 패널,

관련 모형전시, 그래픽 

패널

Ⅰ구역

310.41㎡

해양

산업 

및 

비즈

니스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 식량,

광물자원의 이용 모습을 대형 

디오라마로 재현하고, 참여 

기업별 부스를 제작하여 

전시하도록 구성

- 대형 디오라마 모형   

(연안~심해까지의 바다 

모습 / 컨텐츠별 실물 

및 모형

- 부스제작, 그래픽 패널,

검색 시스템

Ⅱ구역

1,075.14㎡

Ⅲ구역

235.37㎡

해양

정책

해양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소개영상, 이를 통해 잘 

보존된 해양 환경에 대한 영상 

상영

- 프로젝터, 스크린,

(3D입체영상 상영가능 

시스템), 관람석 

- 그래픽 패널

Ⅳ구역

234.38㎡

도입소개
OCBPA개념과 철학 등

전시내용에 대한 Preview

행잉 그래픽 판넬 및 

키네틱아트를 활용한  

영상물 등

2층 입구구역

계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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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CBPA 참가 및 선정절차 

1. 전시 참가규정 제정

가. 참가대상

○ 자  격 

- 해양․연안분야에서 최고의 정책, 기술개발, 제품 등을 개발하여 범세계적

인 프런티어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연구소,

NGO 등을 대상으로 함

-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모범적인 해양선진국과 

함께 국제기구로는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searche

Scientifique, CNRS),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

Commission, IOC),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세계해양관측파트너십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POGO), 황해광역해양생태

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유엔개발계획/지구환경기금

(UNDP/GEF)1) 등을 대상으로 함

- 기업으로는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전시품의 

국제적 홍보를 가능토록 함

- 연구기관으로는 프랑스해양개발연구소(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IFREMER), 우즈홀해양과학연구소(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JAMSTEC) 등 해양관련 선두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NGO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함

1)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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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OCBPA 대상분야는 기술별, 주제별, 학제간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해

양․연안분야에서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범세계적 프런티어를 찾는다는 의

미에서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해양정책분야로 

구분함(제1차 ISC 회의에서 논의(‘09.11), 제2차 ISC 회의(’10.5)에서 확정)

- 해양과학 및 기술 분야는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해양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의 소개와 미래가치를 수확할 수 있는 탐구영역

을 소개함으로써 박람회의 꽃을 피우는 분야임

-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는 다학제적 융합기술인 해양 분야의 연구성과 

및 미래 구현 가능한 기술 등이 적용된 예를 선보임으로써 블루이코노미를 

구현하는 분야임

- 해양정책 분야는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해양환경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모범적인 해양․연안관리 모델

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임

나. 참가대상 선정

○ 선정주체

- OCBPA 참가자 선정은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ISC)가 담당함

- ISC는 분야별로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해양포럼 등 정부기

구 대표, 국외의 경우 해양관련 유력 국제기구로 UNESCO 정부간해양학위

원회(IOC), 세계해양포럼(Global Forum on Oceans, Coasts, and Islands),

미해양대기청(NOAA) 등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초청하여 구성함

○ 선정방법

- 초청 및 공모사례를 종합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ISC가 선정

○ 선정시기 

- 2010년 5월 (예비선정), 2011년 01월 (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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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조직위원회, ISC 위원 추천 ⇨ < 사례추천 > ⇦ 참가자 신청 


< 예비후보 사전검토 >

- 조직위원회는 국제선정위원회(ISC)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해당기관에 안
내 공문을 보내어 참가를 권유하는 한편, 전시부스 위치도를 포함한 
OCBPA의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참가기관의 전시구상을 요구함


< 참가신청 >

-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2010년 8월말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전시구상계획서는 2010
년 9월말까지 제출


< 참가신청서 검토 >

- 조직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취합하여 검토한 후 국제선정위원회(ISC)에 
상정


< 참가대상 선정 >

- 국제선정위원회(ISC)는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전시참가제안서들을 심사하
여 OCBPA 전시를 위한 최종 참가대상을 선정(2010년 11월, 제3차 회의)


< 협의 및 계약체결 >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기관은 2010년 12월부터 참가 및 전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


< 참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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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무

○ ISC 의무

- ISC는 최고의 해양 및 연안분야 우수사례 선정 등을 위해 OCBPA의 주요 

추진사항을 결정

○ 주최국(조직위) 의무

- 조직위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본적으로는 전시공간(주제관 내부

의 1,855.30㎡)을 무료 지원

* OCBPA 면적․위치는 당초 5,500㎡의 독립전시관에서 1,855.30㎡의 주제

관 내부로 2009년 4월 제10차 MP회의에서 수정함

○ 참가자 의무

-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경비로 참가하도록 하고 기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

직위원회의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 민간기업 참가자는 전시 설계, 제작, 시공, 운용요원의 상주에 드는 비용을 

자체경비로 부담하고, 특수한 경우 전시사례의 우수성 및 전시자의 참여도

에 따라 일정 금액 내에서 전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

라. 인증서 발급

○ OCBPA 참가기간에 BIE 명의의 증명서 발급 후 ISC 심사를 통해 관람객에

게 평가를 반영한 최우수 전시사례 선정함

-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의 가장 화려한 이벤트로 시상식 개최

마. 협의 및 계약체결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기관은 2010년 12월부터 참가 및 전시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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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

○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전시형태이므로,

전시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일정 요구 면적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전시 공간을 각 참여기관․기업에게 배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전시공

간의 기본 모듈 설정

- 기관 및 단체별 소요 전시면적에 대한 요구가 상이할 것에 대비하여, 모듈

배분의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 내에서 분야별 소요면적에 상응하는 모듈

을 배분하여 유연한 스페이스 계획 수립

- 일정과 전시 지원의 기본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후, 각 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단체 및 기관별 일정 및 다양한 요

구사항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 전시물계획에 있어 전시 공간 및 타 전시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선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전시물의 반입 및 하중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함

- 전시 컨텐츠별 전시물, 연출 매체에 대한 조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

정 수준 이상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공간 규모 및 허용 하중을 감안하여 전시물의 무게 및 반입가능 여부

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의 설치물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사. 사후처리

○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참가 전시물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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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BPA 참가자 기술협상을 위한 지침(안)
○ 조직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안 마련

○ 참가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협상안 

제시

○ 현재 도출한 협상내용은 협상 시 조건 및 항목을 위한 도출이며, 참가자 확

정 후 개별 사안 별 맞춤형 협상 기준 개발 필요

○ 협상을 위한 항목도출(안)

단계 협상내용

준비

1. 지적재산권 소유여부

2. 경비지원은 대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a. 국제기구 및 비영리기관 b. 기업체 및 산업체 등 

예) 1. 참가기관 Source (영상, 모형) 제공, 조직위원회에서 전시물 제작할 경우

2. 참가기관 자체 전시물 제작 및 설치할 경우

설계

1. 제공전시면적: 10~12평 (*2 참조), 천고, 전시장 내 위치, 순서

2. 기본시설: 전기, 배수, 인터넷, 공기압, 하중 등

3. 전시물평가: 위험물, 국가간 거래 규제물품

설치
1. 수송, 관세, 출입국 관리

2. 보험, 설치물관리

운영
1. 전시물 유지, 관리

2. 운영인력

철거 1. 전시물 소유권

* 1) 단계별은 항목 구분을 위한 임의의 분류체계임 

* 2) 제공전시면적 산출근거    

연번 박물관명 소속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전시면적
(㎡)

전시관
/연면적

1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67,015 29,120 6,211 0.213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 서대문구청 10,174 6,949 2,667 0.384

3 천연기념물센터 문화재청 22,942 3,882 1,342 0.346

․ 국내 전시관 별 전시명적 당 전시물 점유율= 평균 약 30%

․ 1,855.30㎡ × 30% = 556.5㎡ ÷ 15개 전시물(전시목표개수) = 37.106㎡ ≒약 1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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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준안

○ 심사기준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2차 ISC 회의(파리,

2010.5.6)에서 확정

○ 확정된 심사기준은 전시될 업적이 세계 최고인가, 전시가능한가, 주제와는 

연관성이 있는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4개 항목에 대한 가

중치를 부여함

○ 세계 최고성 (30%)

- 전시 품목의 세계 최고성을 평가함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정도와 함

께 세계적 우수성 여부를 세부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글로벌 스탠더드의 부합정도라 함은 전시 품목이 특정국이나 지역의 기준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세계적 우수성이라 함은 전시품목의 개념, 과학적, 기술적, 기능적 효율성 

등이 다른 비교품목과 비교하여 우월한 것을 말함

○ 전시 실현성 (25%)

- 전시 품목의 전시 실현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시물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전시자의 참여도를 세부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전시물의 시각적 효과라 함은 전시대상물을 모형과 영상,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관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가능

한지를 의미함

- 전시자의 참여도라 함은 OCBPA에 전시자가 전시하려는 품목에 대해 얼마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 하는 전시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평가의 척도가 됨



－ 38－

○ 주제와의 연관성 (20%)

- 전시품목이 주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체크항목이

지만 이를 위해 해양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 주제관 전시물

과의 관련성, 해양환경, 해양자원의 보전/복원과의 밀접성을 세부평가항목

으로 선정함

- 전시물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라 함은 과거 해양에 

대한 수동적, 노동․자본중심적, 물질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 지

식․기술중심적,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전시물인지를 평가함

- 주제관 전시물과의 관련성이라 함은 주제관 전시물과 전혀 동 떨어진 내용

이 아니라 주제관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부합하는 전시물로서 전시의 시

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함

- 전시물의 해양환경, 해양자원의 보전/복원과의 밀접성이라 함은 개발위주의 

기술은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평가함

○ 흥미 유발도 (25%)

- 전시 품목의 흥미 유발도를 평가함에 있어 전시물이 관람객들에게 얼마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전시물에 대해 얼마나 피부로 공감하는가가 중

요하므로 이들 항목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여수세계박람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살아있는 

전시, 미래를 준비하는 전시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시자와 조

직위원회가 관람객의 흥미 및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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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SC 구성 및 운영전략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여수세계박람회의 OCBPA는 해양과 연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영역들에서 참

가국,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등이 제출하는 최고 사례들을 집중하여 전시

하게 됨

○ OCBPA의 사례들은 국제선정위원회(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ISC) 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쳐 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게 됨

○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 ISC 심사기준, 심사 대상 사례, 전시참가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ISC 회의에서의 추인이 필요함

○ 이에 ISC 운영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성 및 운

영방안이 요구됨

나. 추진목적

○ 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해양 및 연안분야 우수사례 선정 

및 OCBPA 추진에 필요한 제반 중요사항 결정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국제박람회기구(Bureau des International

Expositions, BIE)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OCBPA 추진에 필요한 제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조직위원회에서 기본계획 (Master Plan) 수립 등 ISC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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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계획 

가. 임무 및 역할
○ OCBPA에 관한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승인)

○ OCBPA 전시범위, 참가대상 결정

○ 우수사례 당선작 및 전시대상 선정 등 

○ 각 위원들의 역량을 활용 대상사례 유치 유도

나. 조  직

○ ISC(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는 국내외 정부기구 대표, 해양관련 

유력 국제기구, 단체 등 대표급 저명인사로 구성됨

○ IS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을 운영하

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국장, OCBPA 과장이 간사역할을 함 

(국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KMI 원장, KORDI 원장 등

(국외)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세계해양포럼(Global Forum on Oceans,
Coasts, and Islands),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 국제해사기구(IMO), 지구
환경기금(GEF), 생물다양성 협약(CBD), OECD, EU 관계자 등

18명 

공동위원장
(BIE 및 해양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OCBPA 전담부서)

<그림 4-1> 국제선정위원회(ISC)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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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  력

○ ISC 구성원 : ISC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BIE 사무총장과 UNESCO/IOC 사무

총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임

성명 소속/직위 비고

V. G. 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Wendy

Watson-Wright

유네스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UNESCO/IOC)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Biliana Cicin-Sain 세계해양포럼(GOC) 사무국장 ISC 위원

Nicole Glineur 지구환경기금(GEF) 담당관 ISC 위원

Ahmed Djohlaf 생물다양성협약(CBD) ISC 위원

Billy Causey 미, 해양대기관리청(NOAA) 국장 ISC 위원

Carl-Christian

Schmidt
OECD 수산정책국장 ISC 위원

Philippe Vallette
佛국립해양센터(NAUSICAA)

최고과학관
ISC 위원

Susan K. Avery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 ISC 위원

Yves Henocque 佛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ISC위원

(2차회의시 추가)

Paul Holthus 세계해양위원회(WOC)
ISC위원

(2차회의시 추가)

Patricio Bernal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ISC 위원

(2차회의 추가)

Raphael P.M.Lotilla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ISC 위원

(2차회의 추가구성)

김 근 수*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ISC 위원

홍 승 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ISC 위원

강 정 극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ISC 위원

김 학 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ISC 위원

* 당연직 ISC 위원 변경 : 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김병일), 전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원장(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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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 및 기간

○ 운영주체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OCBPA 전담부서가 되며, 전담

부서장이 전반적 운영의 책임을 짐

○ 운영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전문가 워킹그룹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음 

○ ISC 발족은 ISC 위원장, 사무국장의 선임 및 참여위원이 구성 된 시점으로 

하고, 종료시점은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는 시점(2012년 8월 12일)으로 함

마. 재  원

○ ISC 운영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ISC 회의 개최 시 책정되지 않은 예산 소요가 발생될 경우 관련 컨퍼런스 

주체 혹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함 

3. 추진방향

가. 운영방향

○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 국제컨퍼런스와 연계 개최하며, 여수세계박람회조

직위원회는 국제컨퍼런스의 후원을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위원들은 컨퍼런스의 발표 및 토론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컨퍼런스

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게 함

○ 모든 위원들의 상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서면 심의 절차를 적극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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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BPA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제1차 ISC 회의는 ‘09년 11월에 개최되었으

며,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됨  

구    분 개최시기 주 요 내 용

1차 회의 2009.11.23 제주 
- ISC 위원장․사무국장 선임 및 참여위원 구성

- Master Plan (안) 승인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

2차 회의 2010.5.6 파리

- ISC 구성 완료

- OCBPA 사례 선정절차 및 기준 확정

- 우수사례 예비 선정

3차 회의 2010.11.14 부산

- 예비 선정 결과의 리뷰 및 승인 

- OCBPA 운영방안 등 토의

- OCBPA 참가자 및 전시사례 결정

* 사례에 대한 서면심사는 개방성, 공공성을 통해    

충실도를 높임

4차 회의 2011. 5
- 시상식 방식, 심사기준 협의

- 국제포럼과 연계방안 수립

5차 회의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 인증서 수여

- Best of Best Award 선정 및 시상 

<표 4-1> ISC 회의 주요일정

나. 운영계획 

○ 1차 회의 (2009. 11. 23, 부산)

-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한 OCBPA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동의, 차기

회의 일정 논의

- OCBPA 사례 및 전시연출 예시

○ 2차 회의 (2010. 5. 6, 파리)

- OCBPA의 위상 제고를 위한 ISC 위원 추가구성 전략(4인)

- GOC 연계로 인한 위원들의 시간적 제한 존재(간소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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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회의 (2010. 11. 14, 부산)

- 사전 서면 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증대

- OCBPA의 대중적 인식 증대를 위한 언론 활용 전략 : 여수세계박람회 

공식보도자료 배포(2010. 11. 15)

- OCBPA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심층 토론 및 의견 제시

- 핵심사례 10건 최종 선정 및 승인(해양과학 및 기술 4건,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3건, 해양정책 3건)

- 추후 서면심사를 통한 추가 우수사례 선정 제의

- 국제포럼과 연계하여 시간적 제한 존재, 차기회의 시간 연장 제의

- 차기 회의 시 최종 전시연출 계획 보고 제의

○ 4차 회의 (2011. 5. 미정)

- 우수사례가 선정된 3차 회의 이후 새로운 우수사례가 등장하거나 선정

된 사례에 대하여 참가협상 시 문제가 되어 제외될 경우를 대비한 회의

- 2011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후원하는 세계학술대회와 연계 가능성 협의

- 2011년 유럽 또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학술대회와 연계 가능성 협의

- 4차 회의 개최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나 예산, 위원들의 일정상으로 개최

가 어려울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

○ 5차 회의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

- 역량있는 ISC 위원들의 참여로 OCBPA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

-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언론 활용: 보도자료, 주간지, 월간

지, 특집기사

- 개최시기는 인증식․시상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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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후보사례 도출

1. 후보사례 분류 및 분야별 국내외 주요현황

가. 후보사례 분류

○ 바다는 지구 기후 조절자이며, 생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을 간직하고 있는 

보물창고임

- 지난 세기동안 세계 각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해양을 탐구

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미지의 세계이

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바다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음

○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활용하여 인류의 질적 삶을 제고하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목표라면 OCBPA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

한 실천적인 사례를 선정 및 전시함으로써 세계박람회의 정신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후보사례 추천의 용이성 및 사례군별 연계성,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와의 부

합성을 고려하여 OCBPA의 후보사례는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해양정책분야로 분류․구분됨 

○ 제1차 ISC 회의(‘09.11.23)에 처음 논의․채택되었으며, 제1차 ISC 회의 우수사

례 예비선정시 3개의 분야로 후보사례가 분류․정리되어 보고됨

○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해양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시

스템의 소개와 미래가치를 수확할 수 있는 탐구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박람회의 꽃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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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 다학제적 융합기술인 해양 분야의 연구성과 및 미래 구현 가능한 기술 등

을 선보임으로서 블루이코노미를 구현함

○ 해양정책분야

- 바다와 연안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해양관리 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함

<그림 5-1> OCBPA를 위한 해양분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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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국내외 주요현황

○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해양산성화,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해

양생태계 교란이 급격히 진행되어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영

국 스턴보고서, ‘06년)

․기후변화는 특히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문화적 정체성, 연안인구의 유입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IPCC(2007)에 의하면 21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온도는 최소 1.8℃에서 최

대 4.0℃까지 상승하고, 해수면도 18-59cm 상승 예상

․지구온도 2℃ 상승시 해안주민 1천만명이 홍수피해를 입으며, 5℃ 상승

시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 발생(영국 스턴보고서, ‘06년)

․많은 도서국들은 2-3℃의 온도가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면 경제,

인프라 및 복지 등의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최근 40년간 제주도 근해 해수면 상승(22cm)으로 서귀포 용머리해안 산

책로 침수(관계부처합동, 2008)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는 아열대화하고 있으므로 아열대화에 따른 

풍토병의 발생, 식생의 변화 등에 사전준비 필요성 대두

․홍치․도화돔․만새기․고너리류 등의 아열대성 물고기가 동해에서 잡

히고, 해파리․곤쟁이 등 난류성 생물이 동해에서 대량으로 발생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는 1997~2006년 2,317명으로, 이전 10년(51명)에 

비해 평균치의 45배 상승, 세균성 이질은 1995년 107건에서 2000년 

4,142건으로 상승,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도 2001년 최초로 6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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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완화 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이 이산화탄

소를 대규모로 저감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그 중요성 부각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해양 CCS 기술에 의해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

가스 감축량의 19%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연간 100만톤급 이상의 데모급 저장실증을 목표

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는 연간 300만톤급 이산화탄소를 CCS로 처리하는 기술을 보

급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3천2백만톤CO2를 CCS로 처리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확대 

추세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헌장 및 실천계획21 선포 이후 

JGOFS(전지구해양물질순환), GLOBEC(전지구해양생태계역학), YSLLME

(황해광역해양생태계), GOOS(세계해양관측시스템),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IOC) 및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등 국제 공동연구프로그램 강화

○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 현재의 에너지 소비율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기초 에너지원의 ‘08년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가채년

수는 석유 41년, 천연가스 67년, 석탄 192년에 불과

․국제유가는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1991년 걸프전쟁, 2001

년 9․11 테러 등 특정사건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 비교적 안정된 국

제유가를 유지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급격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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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자원 고갈 가속화 및 수요 증가 

대비 부족한 공급에 따른 에너지 위기감 고조

․세계 인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 개발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 

- 화석연료 중심의 현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

을 심화시키는 등 구조적 한계에 도달 

․주요국의 화석연료 의존도 : 미국 64%, 일본 73%, 프랑스 53%, 한국 80%

-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양에너

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해양청정에너지자원인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해상풍력 등과 해양생

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

광을 받고 있음

․해양에서의 청정 에너지원 개발은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도 

적극 부응하는 결과를 유도 

- 세계적으로 EEZ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연안국들이 외국 어선에 대

한 규제를 강화

․연안국들은 자국 해역에 입어할 경우 높은 입어료 뿐 아니라 자국 선원

의 승선의무화나 가공공장 등 시설설치를 요구

- 과도한 어업노력 투입으로 인한 재생산기반의 약화

․연근해 어업의 경우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으로써 어업자들은 이로 인

한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 경영악화 →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지는 악순화 구

조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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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또한 많은 품종에 있어 현재의 시설용량이 환경수용력을 초과

하고 있고, 어장오염, 밀식, 어병발생 등 부작용 발생

○ 해양정책분야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

발과 보전의 조화가 점차 강조되고 있음

․콘스탄자(R. Costnza)는 1997년 그의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라는 논문에서 해양생태계의 가

치는 연간 약 21조 달러로 육지생태계의 1.8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구체적 방향은 환경-경제-과학기술이라는 3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에서 찾아야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길임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요 실행계획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 해양오염원 및 생태적․사회경제

적 영향의 체계적 진단을 실시하고, 연안․해양특성을 고려한 해역별,

오염원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기

인 오염원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시행

․해양생태서비스 극대화 : 연안․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자연해안․서

식지 종합 실태조사 및 갯벌복원의 체계적 추진 등 연안․해양생태축

(Blue-Infra)을 조성하고 또한, 하구역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하구역 순

환 개선사업 등 하구역 건강성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 

․해양생물관리체제 강화 :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해양

생물자원관, 자연사박물관 등 해양생물다양성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

리대상 해양생물관리체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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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 연안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해역 적성평가 실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연안이용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정기 조사와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2) 제도 

도입 추진

- 국제해양관측전략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세계적 규모의 해양 연구 및 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축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관측기술자료, 교육자료를 통해 대중과 의사소통의 장

을 만들어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

2)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최적의 접근 도구로서의 MSP의 중요성은 2010년 7월 미국의 새로운 국가해양정책
으로 공포한 ‘Stewardship of the ocean, Our coast and the Great lakes’에서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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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사례 도출

○ 핵심사례 도출(15건) 과정을 살펴보면, BIE의 OCBPA 추진제안 이후 후보사

례 도출을 위한 해양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총 71건의 

기획 후보사례를 도출함

○ 도출된 71건의 사례 후보는 제2차 ISC 회의에서의 예비선정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검토․분석 후 27건으로 후보사례를 압축함

- 심사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정기준을 갖고 평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참

가기관 유형별, 분야별 배분을 고려하였음

○ 제3차 ISC 회의 시 최종적으로 선정될 후보를 상정하기 위해 진행된 워킹

그룹회의를 통하여 후보사례를 27건에서 15건으로 압축함

<그림 5-2> 핵심사례 도출과정



－ 57－

3. 제2차 ISC 회의 시 1차 후보사례(안) 도출(71개3) → 27개)  

○ ISC에서 선정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세계 최고성(30%), 전시 실현성(25%),

주제 연관성(20%), 흥미 유발성(25%)을 바탕으로 1차 주요 후보사례 도출

(2010년 5월 6일)

○ 선정시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지표이외에 참가기관 유형별(국가기관, 국제기

구, 글로벌기업, 연구소, NGO 등), 중복성, 분야별(해양과학 및 기술, 해양산

업 및 비즈니스, 해양정책) 배분도 고려하면서 선정

3) 71개 후보사례에 대해서는 부록 2 참고 

순번 후보사례 목록 선정결과 우수사항

1 해양자오면 대순환의 모니터링 □, △

2
실시간 해양생물출현시스템을 이용한 연안해역 
관리방법

□, △

3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 ◎, ◇, □, △

4 연안개발 □

5 한국형 바다목장과 연안생태관리기술 √ ◎, ◇, □, △

6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

7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 □

8 첨단 자동무인항법에 의한 해양모니터링기술 ◎, □

9
고온고속발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제조기술개발

□, △

10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을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 개발

◎, □, △

11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개발 ◎, □, △

12 의약품산업에서 녹색물결을 일으키는 해양미생물 □, △

13 미세생물 해양연구 및 교육센터프로그램 □, △

14 해양와편모류 디노피시스의 실내배양체 확립 ◇, □, △

<표 5-1> 1차 후보사례(안) 선정 결과

(세계 최고성 : ◎, 전시 실현성 : ◇, 주제 연관성 : □, 흥미 유발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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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후보사례 목록 선정결과 우수사항

15 전지구 해양관측망
√ ◎, ◇, □, △

16 전지구 및 지역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구축

17
동북아, 한반도 기후변화와 인도네시아 통과 
해류

□, △

18 기름 및 유해물질 유출오염사고 방제지원체계 √ ◎, ◇, □, △

19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

리오
◇, □, △

20 펠라미스 파력발전 √

◎, ◇, □, △21 랑스 조력발전소 √

22 시화호 조력발전소 √

23 SeaGen 조류발전 시스템 ◇, □, △

24 해저열수광상 √
◎, ◇, □, △

25 심해 광물자원개발과 심해저광업기술 √

26 유엔해양법협약 □, △

27 동아시아해역 연안통합관리 전략 √

◎, ◇, □, △
28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

29 아쿠아리움 √

30 해양생물 센서스 √

31 인공동면을 이용한 무수운반 활어 유통시스템 ◎, □

32 해파리 녹색 형광단백질의 산업적 활용 √ ◎, ◇, □, △

33
실시간 해양생물 출현 탐지시스템을 이용한 연
안해역 관리

□, △

34 세계 유명 다이빙 리조트 20선 □, △

35 산호 삼각지 이니셔티브 ◎, □

36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FPSO 프로젝트 ◎, △

37 심해용 반잠수식 시추선 ◎, ◇, □

38 LNG-RV ◎, △

39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 △

40 초대형 원유운반선 □, △

41 세계최대 원통형 FPSO ◎, □, △

42 세계최대 선박용 고정익 피치프로펠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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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로 선정된 후보사례들은 선정 심사기준인 세계 최고성, 전시 실현성, 주

제 연관성, 흥미 유발성 부문에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

순번 후보사례 목록 선정결과 우수사항

43 친환경 현대 힘센 엔진 □, △

44 원유운반선용 박용펌프 ◎, □

45 세계최대 육상리프트 ◎, △

46 선박육상건조 △

47 날개달린 선박기술 □, △

48 해저 파이프라인 단열기술 △

49 육상 플랜트 공사 △

50
고도의 친환경기술을 집적한 셔틀 & 해상 
LNG 터미널 개발

□, △

51 LNG FPSO, 부유식 LNG 생산저장설비 □, △

52 Drillship 해저자원개발 시추선 ◎, ◇, □

53 극지 운항용 전후방향 쇄빙유조선 △

54 14,1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

55 심해무인잠수정(ROV) √

◎, ◇, □, △

56 해수담수화 √

57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

58 자연보호단의 글로벌 해양프로젝트

√59 WWF 글로벌 200 생태지역

60 와덴해 학교

61 수중 고고학 □, △

62 ARGO 프로젝트 ◇, □, △

63 해양열 에너지 전환(OTEC) √

◎, ◇, □, △

64 광역해양생태계(LME) √

65 Sea Orbiter √

66 On-shore aqua culture √

67 Off-shore aqua culture √

68 Coral reef √

69 High seas √

70 해양 BT 약품 및 재료 √

71 Green ship-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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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 해양관측망(순번 15)과 전지구 및 지역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구축

(순번 16)은 많은 부분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통합

○ 또한, 자연보호단의 글로벌 해양프로젝트(순번 58), WWF 글로벌 200 생태

지역(순번 59) 및 와덴해 학교(순번 60)는 NGO에서 추천한 사례로서 통합

○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을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순번 10),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개발(순번 11), 세계최대 원통형 FPSO(순번 

41), 세계최대 선박용 고정익 피치프로펠러(순번 42)는 세계 최고성, 주제 연

관성, 흥미 유발성 부문에서는 우수하나 전시 실현성 부문에서 미흡

○ 심해용 반잠수식 시추선(순번 37)과 Drillship 해저자원개발 시추선(순번 52)

은 세계 최고성, 전시 실현성, 주제 연관성 부문에서는 우수하나 흥미 유발

성에서 미흡

○ 해양와편모류 디노피시스의 실내배양체 확립(순번 14),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순번 19), SeaGen 조류발전 시스템(순번 23)

및 ARGO 프로젝트(순번 62)는 전시 실현성, 주제 연관성, 흥미 유발성 부

문에서는 우수하나 세계 최고성 부문에서 미흡

○ 주제 연관성과 흥미 유발성은 우수하나 세계 최고성과 전시 실현성이 미흡

한 사례는 해양자오면 대순환의 모니터링(순번 1), 실시간 해양생물출현시스

템을 이용한 연안해역 관리방법(순번 2), 고온고속발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수산물 제조기술개발(순번 9), 의약품산업에서 녹색물결을 일으키는 해

양미생물(순번 12), 미세생물 해양연구 및 교육센터프로그램(순번 13), 동북

아, 한반도 기후변화와 인도네시아 통과 해류(순번 17), 유엔해양법협약(순번 

26), 실시간 해양생물 출현 탐지시스템을 이용한 연안해역 관리(순번 33), 세

계 유명 다이빙 리조트 20선(순번 34),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순번 39), 초

대형 원유운반선(순번 40), 친환경 현대 힘센 엔진(순번 43), 날개달린 선박

기술(순번 47), 고도의 친환경기술을 집적한 셔틀 & 해상 LNG 터미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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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0), LNG FPSO, 부유식 LNG 생산저장설비(순번 51), 수중 고고학(순

번 61)으로 분석됨

○ 세계 최고성과 주제 연관성은 우수하나 전시 실현성과 흥미 유발성이 미흡

한 사례는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순번 7), 첨단 자동무인항법에 의한 

해양모니터링기술(순번 8), 인공동면을 이용한 무수운반 활어 유통시스템(순번 

31), 산호 삼각지 이니셔티브(순번 35), 원유운반선용 박용펌프(순번 44)로 

분석됨

○ 세계 최고성과 흥미 유발성은 우수하나 전시 실현성과 주제 연관성이 다소 

미흡한 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FPSO 프로젝트(순번 36),

LNG-RV(순번 38), 세계최대 육상리프트(순번 45)로 분석됨

○ 한편, 연안개발(순번 4),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순번 6)는 주제 연관성에서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 선박육상건조(순번 46), 해저 파이프라인 단열기술(순번 48), 육상 플랜트 공

사(순번 49), 극지 운항용 전후방향 쇄빙유조선(순번 53), 14,1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순번 54) 사례는 흥미 유발성에서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이로써, 71개의 후보사례 중 내용의 중복으로 통합된 사례들(순번 15~16, 순번 

58~60)을 포함하여 27개를 제2차 ISC 회의 시 1차 후보사례(안)로 도출함



－ 62－

4. 신청사례 접수현황

○ 71개 기획된 후보사례 이외에 공식적으로 신청된 사례는 2010년 11월 24일

까지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9건,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 15건, 해양정

책 분야 10건, 미분류 1건으로 총 35건이 접수됨

○ 기획된 후보사례와 신청사례가 일부 중복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중복된 

사례가 우수사례라는 반증이기도 함

순

번
분야 사례명 기관

후보
사례4)

와의 
중복성

1

해양과학 

및 기술

전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전시
IOC/UNESCO
(국제기구)

√

2
잠수정(탑승용 및 원격 조정용)에 의한 
심해 탐사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일본)

√

3
전세계 바다에 설치된 온도-염도 분석용 
부표(ARGO)

4
새로운 해저 관측소: 지진과 지진해일 
예측을 위한 대양저 네트워크 구축(DONET)

5
기후 변화의 예측과 이해를 위한 열대 
계류부표 설치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일본),
NOAA(미국)

6 해양 환경 예보의 포괄적 적용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일본)

7 지구 시뮬레이터를 통한 해양 환경 예측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일본)

8 세계 해양관측 파트너십(POGO) POGO(국제기구)

9 천리안 해양관측 인공위성
한국해양연구원
(한국)

10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해양탐사선(Sea Orbiter)
Foundation Jacques
Rougerie(프랑스)

√

11
지진 연구와 재난 방지를 위한 대형 
시추선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일본)

12
홍조류를 이용한 펄프, 종이, 바이오 
에탄올 생산

(주)페가서스 

인터내셔널

(한국 소재, 일반기업)

√

<표 5-2> 신청사례 접수현황(2010년 11월 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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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분야 사례명 기관

후보
사례4)

와의 
중복성

13
오만 Al-Batinah 지역의 인공 어초와 
어획 자원 증대

오만 수산부

(오만 이슬람왕국)

14 해양 인공어초 : 환경 비용과 이익
시드니 

공과대학(호주)

15
주기적인 대량 어획자원 감소에 관한 
연구 조사

오만 수산부(오만 

이슬람왕국)

16 LNG-FPSO 삼성중공업(한국) √

17 초대형선박건조 삼성중공업(한국)

18 육종 개발을 통한 넙치 개량
국립수산과학원
(한국)

√

19 외해가두리양식

국립수산과학원
(한국),
한국해양연구원
(한국)

√

20 시화호조력발전소 수자원공사(한국)

21 해수담수화산업 두산중공업(한국)

22
에너지자립형 태양에너지 해수담수화 
실증 플랜트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한국)

23
InnnovCoat NanoTechTurk -

InnovCoat NanoT2 터키

24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전기보트(수소연료 배터리) 터키

25

해양정책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 살아있는 
해양과 연안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 체계

NOWPOP

(국제기구)

26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
UNDP/GEF YSLME

Project (국제기구)
√

27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

찰스다윈재단

(에콰도르)
√

28 대서양과 인도양 : 남아프리카의 상어와 고래
SOS재단 

상어센터(남아공)

29 The World Ocean Network World Ocean
Network

30
ICM-Gökova Special Protected Area
Integrated Coastal & Marine Planning

터키

31 Black Sea Box Education Kit 터키

32 BLUE CARD APPLIANCE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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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2010년 11월 24일) 총 3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한국과 터키가 8

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일기관으로는 일본 해양연구개

발기구(JAMSTEC)에서 총 35개 사례중 7건을 신청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보임

○ IOC, POGO, NOWPOP, UNDP/GEF 등의 국제기구(4건)와 미국, 호주, 프

랑스, 오만, 에콰도르, 남아공 등(9개국, 31건)에서도 신청을 해 옴으로써 대

륙별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함 

○ 신청기관은 대부분 비영리기관이라서 내용은 우수하나 전시연출기법이 취약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부족으로 전시관 구성 및 설치수준이 기대에 못 미

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총 35건 중 9건은 핵심사례와 중복되며, 26건은 전문가그룹 검토결과 국가

별 편중 현상 및 전시내용의 수준차로 후보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4) 제1차 ISC에서 선정한 27개 사례

순

번
분야 사례명 기관

후보
사례4)

와의 
중복성

33

Oil Spill-Constitution of the Emergency
Response Centerand Determin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urkish
International Waters for the Feasibility
Works

터키

34
Control and management of harmful
aquatic organisms transferred by ballast
water

터키

미분류 Ekokaravan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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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차 ISC 회의시 상정할 사전 OCBPA 과제평가 및 선정

○ 제3차 ISC 회의는 2010년 11월 14일 부산 World Ocean Forum에 맞추어 

개최되었음

○ 따라서 2010년 8월 26일 OCBPA 전문가 워킹그룹회의에서 제2차 ISC 회의

에서 도출된 27개 사례와 25개 신청사례(기획유치성과(12건) 및 자유공모성

과(13건))를 바탕으로 <그림 5-3>과 같이 기존 선정 심사기준인 세계 최고

성, 전시 실현성, 주제 연관성, 흥미 유발성 이외에 기술독창성, 기술중요도,

파급효과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3개 분야에서 우선되어야 할 15개 BPA를 

선정함

<그림 5-3> 제3차 ISC 회의시 상정한 OCBPA 선정 개념도

순번 분야 사례명 기관/소재지 기관분류 비교우위

1

해양과학 

및 기술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
(GOOS)

IOC/프랑스 국제기구 기술중요성

2
열수분출공(Hydrothermal
vent), 심해잠수정(UUV,
ROV, AUV)

WHOI/미국, IFREMER/프
랑스, JAMSTEC/일본

공공기관 기술중요성

3 해양생물조사 Oceanleadership/미국 공공기관 기술중요성

4 해양산업 

및 

해양탐사선(SeaOrbiter)
Foundation Jacques

Rougerie/프랑스
기업 기술독창성

5 초대형 선박 건조(시추선) 삼성중공업/한국 기업 기술독창성

<표 5-3> 제3차 ISC 회의시 상정한 OCBPA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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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ISC 회의시 상정할 사전 OCBPA 선정(안)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해

양과학 및 기술 분야가 3건,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가 8건, 해양정책 분

야가 4건으로 분류됨

- 해양문화는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며, 객관적인 잣대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

든 분야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소재지별로는 복수신청 국가를 포함하여 볼 때 한국 7건, 터키 8건, 프랑스와 

미국이 각 4건이며, 일본, 캐나다, 필리핀, 에콰도르, 남아공, 영국이 각 1건임

- 한국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사유 : 초대형선박건조, 해수담수

화 시설 등의 사례는 한국이 세계 최고임

○ 기관별 유형(복수 포함)은 공공기관 및 기업이 5건, 국제기구 4건, 혼합형태

가 1건으로 비교적 균등한 배분을 보임

순번 분야 사례명 기관/소재지 기관분류 비교우위

6

비즈니스

심해광물자원과 채굴 기술
Nautilus Minerals Inc./

캐나다
기업 기술중요성

7 담수화 산업 두산중공업/한국 기업 파급효과

8 외해 가두리 양식

NFRDI/한국,

국립수산과학원/한국 ,

Ocean Spar Inc./미국

기업 파급효과

9 조력발전 시화조력발전소/한국 공공기관 기술중요성

10
해양생명과학기술 : 녹색형
광단백질, 조류활용 바이오
연료의 상업적 생산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

Livechem(씨놀제품),

(주)페가서스인터내셔널

혼합 기술독창성

11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AP Moller-Maersk사 기업 00

12

해양정책

지역적 연합통합관리 및 거
버넌스 프로그램

P E M S E A / 필 리 핀 ,

NOWPAP/일본․한국

YSLME UNDP/GEF /한국

국제기구 기술중요성

13 해양보호구역

NOAA/미국, 찰스다윈재

단/에콰도르, SOS 상어

센터/남아공

공공기관/

국제기구
파급효과

14 수족관과 박물관
Nausicaa(world ocean

network)/프랑스
공공기관 파급효과

15 세계해양관측파트너쉽 POGO/영국 국제기구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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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OCBPA 핵심사례 분석

1.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가. 전세계해양관측시스템 (GOOS)

1) 개  요

○ “전세계 및 지역 해양관측/예보시스템”에 대한 전시는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방문객들에게 전세계관측시스템(GEOS)의 해양 

모듈인 전세계해양관측시스템(GOOS)과 세계 각 지역에서 구축하고 하

고 있는 지역 해양관측시스템(Regional GOOS), 그리고 한국해양관측/

예보시스템(KOOS) 및 여수 일대의 국지해양관측예보시스템에 대해 교

육․홍보와 체험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과 연안문제에 대한 인류

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6-1>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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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의 지역 프로그램(Regional GOOS)

○ 현재 해양관측/예보시스템의 외국 협력 기관인 미국의 메사추세츠대학,

일본 JAMSTEC, 포르투갈의 리스본 공대 등 여러 기관이 해양, 연안 예

보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전시에 참여하여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세계 최고의 첨단 IT기술과 세계 각국의 해양과학기술이 융합되어 미래

해양기술의 비전 제시

❏ 전시 실현성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관측자료와 원격탐사자료를 전시. 또한 관람자

들이 원하는 지역의 해양환경현황과 예보정보를 직접 웹검색을 할 수 있

도록 전시하고, 유류오염, 수색구조, 안전항해 지원 등 여러 실용적인 예

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람자가 임의의 상황에 대해 직접 예보정보를 

생산해 보는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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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변화의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운용해양시스템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은 연안재해피해, 해양오염사고, 안

전항해 지원 등 해양에서의 문제해결 및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민

간이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 주제 연관성

○ 세계 각 지역의 해양관측/예보시스템과 우리나라 부근 해역 그리고 여

수 일대 해역에 대한 해양관측/예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연안관리․기

후변화적응 기술개발 등 창조적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이라는 여수세계

박람회의 비전 달성

○ 해양 및 연안관련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나

라의 운용해양시스템의 실현 예를 많은 여수세계박람회의 국내외 관람

객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흥미 유발성

○ 해양과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기후변화와 지역적인 이슈인 자

원, 환경, 재해문제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GOOS와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영 또는 구축중인 GOOS의 지역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해양관측/예보시스템에 대해 기술개발 결과를 보

여주고 체험하게 함

3) 홍보ㆍ유치전략 

○ 국내외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과 연안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으

로써 교육적인 홍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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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기술보유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위한 환경친화적 첨단해양기술을 전시

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

○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동남아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 등 개

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안항만기술산업의 해외 진출을 기대함

○ 정밀 해양기상, 정밀 파랑, 조석, 조류, 해일, 풍성류, 3차원 연안 순환 

예측시스템 및 활용시스템(유류오염 확산, 수색구조 예측시스템, 부유사,

오염물 이동확산 예측시스템, 항만․수로 실시간 해양환경 현황․예보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여수세계박람회 전시 활용뿐만이 아니

라 여수일대의 해양관측시스템 구축 지원 기대

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GOOS : IOC의 GOOS Office가 중심으로 전세계관측시스템(GEOSS)의 

해양 모듈로서 GOOS의 소개하는 3분 내외의 요약된 영화를 제작하고 

관련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가변격자망에 의한 전 세계의 

각 연안에 대해 자세한 입력을 통한 전세계해양모델을 시범 운용하여 

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모범적인 체제를 시범 운용할 계획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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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가변격자 모델에 의한 전세계해양모델의 예

- 각 지역 해양관측시스템(Regional GOOS) : Goose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GSSC)를 통해 각 대륙의 모범적인 지역 해양관측 시스템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관측시스템을 소개하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

시간 해양관측 및 예측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웹 구축

- 국가 GOOS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및 한국해양연구

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양관측예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요구

에 따른 정보 지원체제를 시범 운영. 해양예보시스템의 활용으로 유류

오염 확산, 수색구조, 적조 등 여러 국가적 해양문제에 대한 시범 예측

도 전시할 예정

- 여수 일대 국지해양관측, 예측시스템 : 관측기관의 협력으로 여수, 광양 

일대의 국지연안관측, 예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

간 동안 관람객에게 전시 홍보하고, 한려수도 등 일대 해상관측 관광객

에게 정밀하고 정확한 해양 정보 서비스를 구축.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에는 관련기관에 이전하여 여수․광양 일대의 연안지원체제를 지속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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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이용한 Google Earth 터치스크린

- 수심과 함께 해류를 보여주는 터치스크린 모델 시뮬레이션

- 위성사진과 해류의 모델 시뮬레이션의 4D 체험

- 바다가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동영상

- Glider Race screens

○ 전시연출 방법

- 전시내용 자료가 S/W에 관련된 자료들로, 영상장비를 통한 영상 상영

이나, 터치스크린을 통한 S/W 체험 등으로 연출  

- 테이블 위에 상영되는 영상의 메뉴를 관람객이 손으로 터치하여 메뉴의 

세부 내용을 관람하는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전시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4> 미디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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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GOOS, KOOS 여수일대 국지해양관측/예보시스템 전시 예시

❏ 기타사항 한국

○ 한국해양수산부 (2001)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p.198

○ 한국해양수산부 (2002)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한국해양연구원, BSPM

155-00-1477-1, p.624

○ 한국해양수산부 (2006)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한국해양연구원, BSPM

37801-1880-1, p.430

○ 한국해양수산부 (2007)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따른 운용해양학시

스템 구축 계획. 한국해양연구원,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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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수분출공, 심해잠수정

□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발견: 해저열수시스템

1) 개요

○ 1977년 미국은 태평양 갈라파고스섬 주변 해저에서 검은 연기와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열수분출구를 심해유인잠수정을 이용하여 최초로 

발견하였음. 해저열수분출의 발견은 학문적 가설을 실제 자연현상에서 

찾아낸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업적이었음

○ 20세기 후반 판구조론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면서 지판이 새로 형성되는 

중앙해령에서의 뜨거운 마그마의 상승에 따른 해저열수활동이 예측되었

음. 실제 과거 육상에서 발견되는 열수광상의 성인에 대한 가설로 해저

에서의 열수활동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중앙해령을 따라 수행된 열류량 관측결과는 새로 생성된 뜨거운 해양지

각이 열전도만을 통해 냉각된다는 가정을 통해 계산된 값에 비해 매우 

낮아서 열전도 이외에 열수순환에 의한 대류현상이 중앙해령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과학적 추론은 해저관측기술과 특히, 열수분출지에 접근하여 관찰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잠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었음

○ 해저열수시스템의 발견은 지각운동과 화산활동의 관계를 더욱 자세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금속광상에 함유되어 있

는 금속광물자원의 가치가 높아 심해광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저면에 생성되는 흑연(black smoker) 또는 백연(white smoker) 분출구

에서 배출되는 열수는 고온의 환원성 유체로 많은 금속이 농집된 반면 

마그네슘과 황산염은 결핍되어 있음. 이들 열수는 해저화산대 주변에서 

해수가 주변 해양지각 내를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 화학,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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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반응에 의해 생성됨. 이들 열수 생성반응은 (1) 해양지각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2) 해수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며, (3) 금속광상을 생성하고

(육상의 열수광상과 같은), (4) 심해 화학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함

○ 해저열수광상은 열수분출과정에서 열수에 녹아있던 금, 은, 구리, 아연 

등 유용금속이 침전되어 형성되는 광물자원임. 주로 해저화산활동이 활

발한 중앙해령 및 해구 주변지역에서 생성되는 해저열수광상은 실생활

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실례로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

가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기는 과거 지질시대 해저에서 발생한 지

각변동으로 인한 지중해 키프러스섬의 구리광산 생성에 의한 것이었음

을 알 수 있음. 또한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장신구의 귀금속과 인터

넷, 전화 등의 통신선에 이용되는 구리의 상당량은 바로 과거 중앙해령

지역 혹은 해구지역에서 만들어진 해저열수광상에서 공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해저열수분출과 금속광상의 형성이 관측과 육상지질 연구를 통해 예측

되었던 발견이라면, 열수분출구 주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체로 이

루어진 열수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그야말로 놀라운 발견이었음

○ 해저열수시스템은 마치 심해에 존재하는 생명의 섬과 같음. 해저열수시

스템은 지구표면의 2/3를 덮고 있는 바다의 심연에서 화학합성을 에너

지원으로 하는 미생물과 각종 중대형 저서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아

가는 토대를 제공함. 화학합성에 의존하는 열수생태계의 발견은 기존의 

생명기원과 진화의 틀을 재해석해야 할 정도로 의미가 높으며, 특히 태

양에너지와 같은 외부에너지원이 아닌 행성 자체의 에너지원에 의한 생

명존재 가능성을 밝힘으로서 지구 밖의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의 가능

성을 높여주었음. 또한, 바이오기술과 관련하여 열수구주변의 생물로부

터 생리활성 물질을 추출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

로 진행 중에 있음

○ 깊고 광대한 해저면에서 열수활동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 지금까지의 연

구들을 종합하면 해저화산활동이 활발한 지판의 경계를 따라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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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50~100km마다 열수분출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1,000

여개의 해저열수시스템이 활동 중으로 예측하고 있음

○ 최초의 열수분출 발견이후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지판경계 전체의 약 

10%에 대해서만 과학조사가 이루어졌음. 해저열수시스템의 연구동향은 

중앙해령에서 후열도확장대, 열도 및 열점화산대로 다양화되어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열수시스템이 발견되는 등 학문적으로

도 가장 활발한 분야임. 특히, 지구내부와 해양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순

환이 일어나는 거대한 자연실험실인 해저열수시스템은 다학제 융합과학

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해저열수시스템의 발견은 해양지질학, 대기과학, 생물학, 의학, 자원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초미의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양과학영역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적 발견으로서 의미가 큼. 또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로서 큰 의

미가 있음

❏ 전시 실현성

○ 심연의 바다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열수분출구와 그 주변의 생태

계는 그 존재 자체로 다양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임스카메론 감

독의 다큐멘터리 “심해의 영혼들(Aliens of Deep)”을 비롯하여 해저열

수시스템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음.

영상자료와 함께 심해열수분출구 주변을 모형으로 재현함으로서 전시효

과 극대화

○ 해저열수시스템을 탐사하기 위한 잠수정 체험,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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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연관성

○ 지판경계에서의 마그마 활동, 해저화산활동, 열수의 분출과 열수생태계 

등 해양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며, 다양한 미래 산업이 실현되

는 해저열수시스템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에 매우 적합함

○ 열수광상개발은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이라는 과제를 남겼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

❏ 흥미 유발성

○ 해저열수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해저열수시스템이 형성되는 곳은 지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경계로 

해저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최근 탐사를 통해 해저화산 분출현장이 

목격되는 등의 흥미로운 사례자료가 많음.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 및 

체험 전시가 가능함

- 해저열수분출구 주변의 다양한 해양생물은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형태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관련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과 모형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 극대화 기대

- 쥘 베른(Jules Verne)의 유명한 소설 “해저2만리”에도 언급되었듯이 현

재 진행 중인 해저열수광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최근 개발움직임이 가속화됨으로서 산업계의 관심도 높아지

고 있음

- 해저열수시스템의 탐사를 위해 가장 최근에 개발된 첨단해양탐사기술이 

이용됨. 기술의 적용원리, 작동법 등의 미래해양산업의 전망을 소개 및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해양에 대한 의식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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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ㆍ유치전략 

○ 과학적으로 해저열수광상은 지구전체의 환경을 지배하는 물질순환의 원

리를 규명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연구테마임.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광

물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홍보

○ 지판의 생성/소멸에 따른 해저화산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해저열수시스

템 형성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설치하여 홍보

○ 다양한 해저열수분출구 주변에서 촬영된 ‘심해의 영혼들(Ghosts Of The

Abyss, 2003)’과 같은 영상물을 전시에 적극 활용

○ 과거 해저열수활동에 의해 생성된 육상의 금속광산들을 소개하고 이러

한 광산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여 이러한 자연현상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

다는 것을 홍보함. 또한, 현재 구상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의 개발시스

템도 함께 소개함

○ 음향탐사의 원리, AUV, ROV, HOV 등 탐사 첨단해양조사기법을 이해

할 수 있는 전시물을 활용함. 예를 들어 잠수정의 로봇팔 모형 전시 설

치하여 흥미유발 가능함 

○ 해저열수주변 생태계를 통해 해저열수시스템 탐사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 밖 행성의 생물탐사에도 적용 가능한 것을 발견함. 행성생물학에

서 관심대상이 되는 태양계 행성 혹은 위성을 소개하고 이들에서 예측

되는 해저열수시스템의 예상도 또는 ‘심해의 영혼들(Ghosts Of The

Abyss, 2003)’과 같은 동영상을 전시함 

○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 가능한 해법들에 대한 소개는 심도 깊은 전시

연출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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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해저열수시스템이라는 해양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을 대중에게 소

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여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해저열수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최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밝

혀내려는 과학적 사실과 그 의미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

○ 해양탐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와 결과를 소개함으로

서 해양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를 높임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바다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해저열수분출구와 그 주변의 생태계

○ 전시연출 방법

- 2K와 6K의 온도에서 촬영한 심해환경(6K를 이용해 인도양의 활발한 해

저열수분출지역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발견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

하고 있는 생태계)을 영상자료로 보여줌

- 제임스카메론 감독의 다큐멘터리 “심해의 영혼들(Aliens of Deep)”을 

비롯하여 해저열수시스템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들을 

영상과 그래픽패널로 연출함 

- 지구가 생명체가 있는 희귀한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쉽고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내용으로, 지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지구

본과 영상시스템의 연출 등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통합연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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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6> 지구본과 영상시스템

<그림 6-7> 영상시스템

❏ 기타사항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심해

저광물자원개발에서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 http://www.kadom.or.kr

○ 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한국해양연구원, 1999

○ 동영상자료 (“Aliens of the Deep", "Volcanoes of the Deep S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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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열수시스템연구 프로그램 웹사이트

- Ridge2000 : www.ridge2000.org

- InterRidge : www.interridge.org

- Vents www.pmel.noaa.gov/vents

○ 관련 사진 및 자료

<그림 6-8> 해저열수시스템 분포도 (Tivey, 2007,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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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대서양해령 Logatchev 지역의 열수분출구

<그림 6-10> 해저열수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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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해저열수분출구 주변의 다양한 생물군

<그림 6-12> 해저열수시스템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 (Schulte, 2007,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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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심해유인잠수정

1) 개  요

○ 세계강대국들은 해양과 우주에서 국가과학기술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해양과 우주개발에는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최첨단기술이 사용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국가 경제력과 기술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실현가능의 어려움이 많음. 흔히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을 얻

기 위해 해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실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인도 등은 이미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로  북동태평양 및 인도양에 망간단괴 

채광을 위한 단독개발광구를 확보하였음

○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하듯, 심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

해잠수정이 필요함. 수심 4,0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보

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임. 2010년 초 수심 

7,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개발한 중국이 대열에 동참하였으며, 현장

시험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심해유인잠수정을 

보유하는 국가가 됨. 1,000m 미만 급 유인잠수정은 독일의 야고(Jago),

그리스의 테티스(Thetis), 포르투갈의 루라(Lula)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1986년 수심 250m까지 잠수 가능한 유인잠수정 해양250을 건조하였지

만, 지금은 퇴역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에 전시되어 있음. 우리

나라는 최근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하였으나, 아쉽게

도 심해유인잠수정은 아직 보유하지 못했음. 하지만 향후 심해유인잠수

정을 건조할 계획은 추진 중에 있음

○ 심해잠수정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잠수정과 탈 수 없는 무인잠수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인잠수정은 사람이 타고 현장에서 직접 상황판

단을 하여 탐사를 하므로 작업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인잠수정은 사람이 타지 않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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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오랜 시간 수중탐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편 무인잠수정

은 모선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원격조종을 할 수 있는 원격조종무인잠수

정(ROV,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형

무인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의 심해유인잠수정

-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심해유인잠수정은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의 

앨빈(Alvin), 플로리다 소재 하버브랜치 해양연구소(HBOI)의 존슨시링크

(Johnson Sea-Link)I과 II, 그리고 클레리아(Clelia), 하와이대학 해양연구

소(HURL)의 피시스(Pisces)IV와 V, 딥워커(DeepWorker) 등이 있음

- 1960년 1월 23일 미국의 심해유인잠수정 트리에스테(Trieste)가 마리아나 

해구 수심 10,900m에 도달하였으나, 부력 조절을 위해 가솔린을 사용하

였는데 크기가 크고 무거워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었음.

1964년에 만들어진 앨빈(Alvin)은 훨씬 가볍고 작아 심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심해유인잠수정으로, 심해 과학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

었음. 앨빈은 2명의 과학자와 1명의 조종사를 태우고 최장 10시간동안 

수심 4,500m까지 탐사할 수 있음. 앨빈은 길이 7.1m, 높이 3.6m, 폭 

2.6m이며, 공기 중에서 무게가 16.9톤이다. 보통 1노트 속도로 운항하지

만 최대 2노트까지 낼 수 있음. 앨빈에는 4대의 비디오카메라가 달려있

고, 유압으로 작동되는 2개의 로봇 팔이 달려있음. 잠수정의 앞쪽에는 

생물이나 퇴적물, 해수를 채집할 수 있는 기기와 각종 측정기기 등을 

담는 바구니가 달려있음. 만들어진지 40년 이상이 흘러 그동안 많은 부

분이 새로 바뀌었으며, 미국은 현재 6,5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새로운 

앨빈을 만들고 있음

- 존슨시링크(Johnson Sea-Link)는 I과 II 두 정이 있으며, 각각 1971년과 

1975년 만들어졌음. 길이는 7.2m, 높이 3.3m, 폭 2.5m이다. 약 4시간동

안 약 900m까지 잠수 가능하며, 최대 1노트로 움직일 수 있음. 두 개의 

분리된 탑승공간이 있어 각각 2명씩,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음. 클레리아

는 1976년에 만들어졌으며, 1992년에 개조되었음. 이 잠수정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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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폭 2.4m, 높이 2.7m임. 3명이 타고 4~5시간 동안 수심 약 300m까

지 잠수할 수 있으며, 최대 3노트로 움직일 수 있음. 파이시스 IV와 V

는 3인용 잠수정으로 수심 2,000m까지 잠수할 수 있음. 파이시스 IV는 

1971년, 파이시스 V는 1973년에 캐나다에서 각각 만들어졌음. 공기 중에

서의 무게는 13톤, 길이는 6.1m, 폭 3.2m, 높이 3.4m임. 잠수시간은 

6~10시간이며, 2노트로 움직일 수 있음 

- 딥워커(DeepWorker)는 수심 6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1인용 잠수정임.

대부분 심해유인잠수정은 크고 무겁지만, 딥워커는 공기 중에서 무게가 

1.3톤으로 가볍고, 길이, 폭, 높이가 각각 2.4m, 1.6m, 1.35m로 크기가 

아주 작음. 조종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1인용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조종사, 부조종사,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조종은 

페달로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팔로 카메라 작동 또는 로봇팔 작동이 가

능함. 오른쪽 발로는 잠수정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왼쪽 발로는 위

아래로 조종할 수 있음. 아크릴 돔으로 된 현창은 조종사가 250~270도

를 둘러볼 수 있어 수중탐사에 유리함. 딥워커는 물속에서는 최대 4노

트로 움직일 수 있음

○ 프랑스의 심해유인잠수정

-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는 심해유인잠수정으로 노틸

(Nautile)과 시아나(Cyana)를 보유하고 있음. 노틸은 3인승 유인잠수정

으로 수심 6,000m까지 잠수가 가능함. 1984년에 제작되었으며, 공기 중

에서 무게는 19.5톤, 길이 8.0m, 폭 2.7m, 높이 3.8m임. 조종실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으며, 내부지름이 2.1m인 구형임. 조종실에는 직경 12㎝

인 현창이 3개 있어 밖을 내다볼 수 있음. 노틸은 심해의 과학탐사는 

물론 해저통신케이블 점검, 수중구조물설치, 타이타닉호와 같은 침몰선

의 수색, TV 다큐멘터리와 영화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음

- 노틸은 13시간동안 잠수할 수 있으며, 해저에서 최장 5시간동안 탐사활

동을 할 수 있음. 탐사 시 잠수정의 앞부분에 부착된 2개의 로봇팔로 

수중장비를 조작하고 퇴적물 및 생물을 채집할 수 있음. 채집한 시료는 

잠수정 앞쪽에 부착된 개폐 가능한 채집통에 보관함. 잠수정은 꼬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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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달려있는 추진프로펠러를 이용해 약 1.5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며,

이 밖에 상하, 전후로 움직일 수 있는 보조 추진 장치가 있음. 잠수정의 

전원은 배터리로 230V와 28V 두 종류의 전압을 사용함. 잠수정에는 2개

의 650W라이트, 5개의 400W라이트가 달려있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

해 2대의 칼라비디오카메라와 사진을 찍기 위한 플래시가 달린 2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음. 지난 탐사 때 노틸 현창에서 아주 미세한 균

열이 발견되어 현재 노틸을 이용한 심해탐사를 중지한 상태임

- 3,000m 급 심해유인잠수정 시아나(Cyana)는 1969년 제작되었음. 길이 

5.7m, 폭 3.2m, 높이 2.7m이며, 무게는 9.3톤임. 지름 1.94m의 조종실에

는 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해저에서 6~10시간동안 탐사가 가능함

○ 일본의 심해유인잠수정

-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는 심해유인잠수정 신카이 2000과 신

카이 6500을 보유하고 있음. 신카이 200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심

해 2,000m까지 잠수가 가능함. 이 잠수정은 1978년 만들기 시작하여 

1981년 10월에 완성되었으며, 다음해 2월 일본 사가미만에서 첫 번째 

잠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길이 9.3m, 폭 3.0m, 높이 2.9m, 3명이 

탈 수 있는 조종실의 지름은 2.2m, 공기 중에서 무게는 23.2톤임. 최대 

3노트로 움직이며, 정상 잠수시간은 6시간, 비상시 탑승인원은 80시간까

지 생존 가능하도록 만들었음. 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해저

열수광상을 찾아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음 

- 신카이 6500은 수심 6,500m까지 잠수가능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

해유인잠수정 중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음. 1987년 제작을 

시작해서 1990년 6월에 완성되었으며, 올해 1,000번째 잠수를 기록했음.

신카이 6500은 길이 9.5m, 폭 2.7m, 높이 3.2m이며, 공기 중에서의 무게

는 26.7톤임. 조종사 2명과 과학자 1명 등이 탈 수 있으며, 조종실의 지

름은 2.0m임. 보통 8시간 잠수할 수 있으며, 비상시 탑승 인원들은 129

시간까지 견딜 수 있음. 최대 속도는 2.5노트임. 잠수정에는 칼라비디오

카메라 2대, 디지털카메라 1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수온과 염분, 수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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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음. 또한 2개의 로봇팔로 수중작업을 할 

수 있음. 전 세계 심해에서 해저지형 및 지질학적 연구, 심해생물에 대

한 연구를 해오고 있음 

○ 러시아의 심해유인잠수정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해양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3인승 유인잠수정 미

르I과 II는 수심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음(6,170m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음). 미르는 1987년 핀란드에서 제작되어, 당시 소련연방(USSR)에 인

도되었으며, 길이 7.8m, 폭 3.6m이며, 공기 중에서 무게는 18.6톤임. 조

종실은 지름 약2m의 구 형태이며, 두께 5㎝의 니켈과 철의 합금으로 만

들어졌음. 미르는 추진프로펠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잠수정보다 빠른 

최대5노트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음. 또 조절이 가능한 밸러스트시스템

을 가지고 있어, 해저에서 부력 조절을 함으로써 헬리콥터처럼 자유자

재로 상하이동이 가능함

- 다른 심해유인잠수정과 마찬가지로 미르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로봇팔로 심해생물과 퇴적물 등을 채집할 수 있음. 미르의 모선 

켈디시(Keldysh)호는 1981년 핀란드에서 건조된 길이 122m의 6,250톤급 

연구선으로, 미르I과 미르II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음. 그러므로 잠수정 한척이 심해탐사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한척

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국의 심해유인잠수정

- 2010년 2월 1일 중국은 세계최초로 수심 7,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심

해유인잠수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수심 7,000m까지 잠수가 가

능하면 전 세계 해양의 99.8%를 탐사할 수 있음. 이 심해잠수정은 길이 

8m, 폭 3m, 높이 3.4m이며 겉모습이 고래를 닮았음. 한번 잠수하면 약

12시간동안 바다 속에 머물 수 있음. 이로써 중국은 지난 2003년 우주

인을 배출한데이어, 바다 가장 깊이 탐사할 수 있는 심해유인잠수정을 

보유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해양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테스

트 등의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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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해양탐사에 필수불가결한 심해잠수정 관련 과학과 기술의 세계최고 수

준을 보여줌

❏ 전시 실현성

○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심해잠수정

을 홍보하기위하여 양질의 홍보영상물 및 전시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잠수정을 대여하여 전시 할 수 있음. 단 공간확보가 중요함

❏ 주제 연관성

○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탐사하기위해

서는 심해잠수정은 필수적인 조사연구수단임

❏ 흥미 유발성

○ 심해를 탐사하는 역동적인 조사연구수단인 심해잠수정의 실물전시로 관

람객의 시선집중 효과

3) 홍보ㆍ유치전략

○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육상광물자원이 감소하면서 세계시

장에서 금속가격이 치솟고 있음. 향후 자원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유비

무환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함

○ 우주를 개발하기위해 우주선이 필요하듯, 심해를 개발하기위해서는 심해

잠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심해잠수정개발의 시급성을 강

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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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은 해양과학기

술이 월등히 앞서있음. 이에 전문가 및 관람객에게 해양 강국으로 성장

하기 위한 심해잠수정개발의 시급성을 알리는 장 마련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JAMSTEC의 “SHINKAI2000” (“2K”) 과 “SHINKAI6500” (“6K”)의 구조

와 특징 

- JAMSTEC의 2K와 6K, ROV를 이용해 약30년 동안 얻은 심해생물권의 

상징적인 탐사결과

- 심해유인잠수정 2K와 6K에 탐승한 연구원의 인터뷰

- 심해조사수행을 위한 심해유인잠수정의 중요성

-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정 6K의 “선캄브리아

기폭발” 프로젝트 소개 

○ 전시연출 방법

- 심해유인잠수정 모형전시로 심해유인잠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 전

시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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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13> 심해유인잠수정 모형전시 (전시품크기

: 5m x 1.5m)

❏ 기타사항

○ 각국의 심해잠수정 사진자료

<그림 6-14> 노틸(Nautile)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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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앨빈III / 미국

<그림 6-16> 신카이6500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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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미르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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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생물조사

□ 해양생물센서스 (Census of Marine Life)

1) 개  요

○ 해양생물센서스는 전 세계 바다를 대상으로 생물의 종류, 개체수, 서식

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국제공동연구프로

그램임.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약 6억5,000만 달러

라는 거액의 연구비로 수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세계 80여 개국의 과학

자 2,700여명이 참여하여 북극에서 남극까지, 얕은 바다에서 심해까지 

전 해양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음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만 건에 달하는 해양생물 서식정보가 파악

되어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OBIS)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음

○ 다양한 심해생물을 포함하여 5,600여 종의 새로운 해양생물이 파악되었

으며, 1,200여종이 이미 신종으로 등록되었음. 이를 통하여 현재 약

230,000여 종의 해양생물 종 목록이 만들어졌음

○ 본 프로그램은 해양생물연구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 음향과 전자태그

를 이용하여 20여종의 대형 해양동물의 이동경로인 blue highway를 파

악하였으며, DNA바코드를 이용해 주요 해양생물 35,000여종의 유전적 

ID를 확보하였음. 수산업의 역사기록물을 분석해 바다의 대형어류가 인

간의 어류남획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해 현재 90%정도 생물량이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해양생물센서스는 전 해양의 생물종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물량변화를 추론하기위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운영하였음

○ 수심 20m 이내의 생물다양성목록을 작성하는 Natural Geography in

Shore Areas(NaGISA), 지역해의 모든 생물을 파악하고 생태계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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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을 분석해 보는 Gulf of Maine Area(GoMA), 다양한 산호초생물

을 파악하는 Census of Coral Reef Ecosystems(CReefs), 대륙사면에 서

식하는 해양생물과 분포양상을 분석하는 Continental Margin

Ecosystems on a Worldwide Scale(COMARGE), 북대서양해령에 서식하

는 생물과 분포양상을 분석하는 Patterns and Processes of the

Ecosystems of the Northern Mid-Atlantic(MAR-ECO), 바다 속 해산에 

서식하는 생물과 전 세계적 분포양상을 분석하는 Global Census of

Marine Life on Seamounts(CenSeam), 일반적으로 심해에 서식하는 생

물을 파악하는 Census of Diversity of Abyssal Marine Life(CeDAMar),

열수지역 등 화학합성을 기초로 형성된 해양생태계의 생물을 분석하는 

Biogeography of Deep-Water Chemosynthesis Ecosystems(ChEss), 북극

해의 해양생물다양성을 파악하는 Arctic Ocean Diversity(ArcOD), 남극

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과 분포양상을 연구하는 Census of Antarctic

Marine Life(CAML), 해양 미생물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International

Census of Marine Microbes(ICoMM), 해양 동물플랑크톤의 구성을 밝

히는 Census of Marine Zooplankton(CMarZ), 음향이나 전자태그를 이

용해 연어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Pacific Ocean Shelf Tracking

Project(POST), 위성과 연결된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참다랑어와 상어, 바

다사자 등 대형 해양 동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Tagging of Pacific

Predators(TOPP), 인간의 어류남획이 시작되기 전의 생물량을 파악하는 

History of Marine Animal Populations(HMAP), 미래해양생물의 현존량

의 변화를 예측하는 Future of Marine Animal Populations(FMAP), 전 

세계 해양생물의 분포정보를 자료화하는 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OBIS) 등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음

○ 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변화, 남획이나 

유류 유출 사고, 오염 등에 의한 해양생물종의 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감

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때 필요한 전 세계차원의 기초자료

(baseline data)를 확보한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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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본 프로그램은 세계 80여 개국 2,700여명이 참여하여 10년 동안 약6억 

5,000만 불의 연구비로 수행한 초대형 국제공동프로그램으로서 3,000만 

건의 해양생물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였음. 이 자료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이용이 가능함

○ 연어, 참치, 거북, 상어, 바다사자, 고래 등 대형 해양동물의 이동경로를 

대양과 지구적 차원에서 밝혔음 

❏ 전시 실현성

○ 2010년 10월 4일, 전 세계 주요언론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

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영국 국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과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결과자료로 각종영상과 사진으로 도

출되었음

❏ 주제 연관성

○ 전 세계 해양생물의 다양성, 분포, 생물량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

서 파악한 해양생물센서스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100% 적합함 

❏ 흥미 유발성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양을 지닌 신기한 형태의 해

양생물이 다수 발견되었음. 대형 해양동물의 이동경로 또한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양차원으로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함

○ 21세기 생명공학시대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중요한 산업자원으로 인식되

고 있어 새로운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는 산업계의 관심도 유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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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유치 전략

○ 지구 생명탄생의 모태가 된 바다는 대부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어 많

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밝혀진 신비로운 형태

의 생물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해양생물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을 고도의 영상기법으로 실

감나게 그려낸 영화 OCEANS의 주요장면을 모아 전시에 활용함.

OCEANS는 해양생물센서스프로그램에서 후원하고 제작지원한 영화이

므로 활용에 문제가 없음

○ 태평양 참다랑어가 태평양을 동쪽연안에서 서쪽연안까지 회유하는 과정

을 유영모습과 시간의 흐름, 지도상의 위치변화를 통해 보여줌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한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생

물의 전 세계적 분포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함

4) 기대효과

○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통해 

바다와 해양생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관람객의 인식을 증진시킴

○ 본 프로그램이 후원하고 제작지원한 다큐멘터리영화 OCEANS는 특히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됨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전 세계 해양생물의 다양성, 분포도, 생물량을 총체적으로 파악 및 분석

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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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3000만 건에 달하는 해양생물 서식정보가 파악된 해양생물지리정보시

스템(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OBIS) 자료

- 다양한 심해생물을 포함하여 5,600여종의 새로운 해양생물, 현재 약

230,000여종의 해양생물 종 목록

- 연어, 참치, 거북, 상어, 바다사자, 고래 등 대형 해양동물의 이동경로

○ 전시연출 방법

- 약 230,000여종의 해양생물 종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전시물 설치

- 새롭게 밝혀진 신비로운 형태의 5,600여종의 새로운 해양생물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 

- 연어, 참치, 거북, 상어, 바다사자, 고래 등 대형 해양동물을 관람객이 

직접 선택하면, 선택한 대형 해양동물의 이동경로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18> 영상시스템 (영화 OCEANS를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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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이동경로 확인 터치스크린

❏ 기타사항

○ 우리나라는 해양의 단위면적당 생물종 수가 최고로 높은 것으로 기록되

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생물센서스프로그램에 참여함

○ 해양생물센서스 프로그램 웹사이트 : www.coml.org

○ 관련 사진과 자료

<그림 6-20> 심해오징어류 / 심해플랑크톤성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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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심해문어류 / 해저열수분출구지역의 털보숭이 게

<그림 6-22> 전자태그로 밝혀진 대형 해양동물의

회유경로



－ 103－

<그림 6-23> 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 분포도

<그림 6-24> 국내 개봉작 영화 OCEANS의 브로셔 및

포스터 사진

라.  세계해양관측파트너쉽 (POGO)
1) 개  요

○ 세계해양관측파트너쉽(POGO)은 전 세계 유명 해양관측기관, 기존의 국

제 해양관측 프로그램 및 해양관련 국제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NGO로서 해양관측, 해양과학연구, 운영서비스, 교육 및 연수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위해 만들어졌음. POGO는 1999년 12월 미국 샌디

에이고 소재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발족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00년에는 브라질 사웅파울로대학 해양연구소에서 2회 회의가 열렸으

며, 이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프랑스, 인디아, 중국, 버뮤다, 칠

레, 러시아 등에서 거의 매년 회의가 열렸으며, 2011년에는 한국에서 한

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11차 회의가 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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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세계해양관측파트너쉽(POGO) 회의일정

회의 개최일 개최기관 개최도시

1차 1999.12.1-3 SIO La Jolla, California

2차 2000.11.29-12.01
Instituto Oceanografico,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Brazil

3차 2001.11.27-29 Bedford Institute of Oceanography Dartmouth, Canada

4차 2003.01.22-24 CSIRO Marine Research Tasmania, Australia

5차 2003.11.18-20 JAMSTEC Yokohama, Japan

6차 2004.11.29-12.01 IFREMER Brest, France

7차 2006.01.18-20 INCOIS Hyderabad, India

8차 2007.01.17-19 IOCAS Qingdao, China.

9차 2008.01.09-11 BIOS Bermuda

10차 2009.01.06-08 SHOA Concepcion, Chile

11차 2010.01.26-28 Shirshov Institute of Oceanography Moscow, Russia

12차 2011. 1월 중 KORDI Korea

○ POGO는 10년 이상 지구의 해양학 발전을 위해 국제 및 통합 해양관측

시스템의 구현은 물론, 전 세계 주요 해양학기관 리더들을 위한 포럼 역

할을 해 왔다. POGO는 세계적 규모의 해양연구 및 관찰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파트너쉽을 조성한 이들이 구축한 국제협력네트워크다. 이를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POGO는 해양 및 기후과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

측결과 확산, 의사결정시 필요한 과학적 해석 제공, 신흥 경제국에 교육 

및 기술 이전, 수많은 미래 도전과제들에 대한 인식제고, 특히 국제 및 

통합 해양관측시스템의 실행 등과 같은 일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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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POGO 회원국 현황

○ POGO 설립 최초 3년간은 Sloan 재단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이후 POGO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해양연구

원은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2004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며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현재 회원은 캐나다의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버뮤다의 

Bermuda Biological Research Station, 미국의 Bigelow Laboratory for

Ocean Sciences, 영국의 British Antarctic Survey (BAS), 칠레의 SHOA

(Servicio Hidrográfico y Oceanográfico de la Armada)와 Universidad

de Concepción (Dept. of Oceanography and COPAS Center)의 콘소시

엄, 오스트레일리아의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캐나다의 Dalhousie University, 중국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산하의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FIO), 벨기에의 Flanders Marine Institute, 프랑스의 IFREMER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와 INSU

(L’'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de l’'Univers du CNRS)의 콘소시엄,

독일의 Alfred-Wegener-Institute (AWI)와Leibniz-Institut für

Meereswissenschaften an der Universität Kiel (IFM-GEOMAR)의 콘소시

엄, 인디아의 Ind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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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IS), 노르웨이의 Institute of Oceanology와  Institute for Marine

Research, 중국의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OCAS), 스페인의 

Instituto Español de Oceanografía, 미국의 J. Craig Venter Institute,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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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Marine Research Institute (MA-RE), 인디아의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NIO), 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네덜란드의 Royal Netherlands

Institute of Sea Research, 러시아의 P.P. Shirshov Institute of

Oceanology, 영국의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NOC), Plymouth

Marine Laboratory (PML), 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 (POL),

Scottish Association of Marine Sciences (SAMS), Sir Alister Hardy

Foundation for Ocean Science (SAHFOS) 등의 콘소시엄, 미국의 

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LDEO),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USA) 등 회원 

기관을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학 분야의 최우수 연구기관이나 관련기

관 등이 총망라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POGO를 구성하는 회원 기관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역할

을 하는 당대 최우수 연구기관임. 이들 기관의 집합체인 POGO는 구성

원만으로도 해양관련 세계최우수사례라고 할만하다. 한편 POGO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과학의 주요 사안과 경향에 관해 논의하며, 회의

결과는 성명서 발표나 행동 촉구 등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침. 일

례로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북반구에 비해 저조한 남반구 해

양관측 활동이 시급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이 채택 

됨. 이 선언은 일본 주도하에 진행된 대규모의 남반구 일주 해양학탐사

로 이어짐. POGO는 또한 대언론 브리핑의 형태로 서면 자료도 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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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예를 들어 2007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해양관측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에 대해 알린 바 있음

❏ 전시 실현성

○ POGO의 전시는 의사결정자, 과학자, 서비스 제공자 및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측의 중요성과 현황, 목표 

및 참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임. 바다의 역할과 내부 관측에 

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교사나 정치인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DVD로도 제작될 것임. 인쇄된 자료에는 더 자세한 참여방법, 과

학에 관한 인식 제고, 역량구축 실행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길 것임

❏ 주제 연관성

○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OCBPA는 

POGO의 관측기술, 자료, 교육 및 능력계발 계획뿐만 아니라 대중 및 이

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 이를 통해 대중들

은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다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이라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임

❏ 흥미 유발성

○ POGO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측 프로그램 중에는 현재 지구온난화 등

으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것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므로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임 

3) 홍보․유치 전략

○ 정책입안자들과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책자 및 참고자료 발간

을 통한 홍보

○ 정기적인 해양관측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세계박람회 기간 

중 다양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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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POGO의 장기적 목표는 통합된 국제해양관측전략을 만들고 유지시켜나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과학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대중

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POGO는 주

요 해양학 기관장들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포럼을 주최함. 다양한 해양

관련 분야(해양순환, 생물학, 기후 등)의 관측 수요 통합을 지원하고 연

구와 운영활동 간의 장벽을 낮출 수 있음. 협력을 위한 파트너쉽을 활성

화시켜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자연관련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음.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측과 연구 및 

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 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생명의 근

원인 바다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5) 고려ㆍ특이사항

❏ 예산관련

○ POGO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전시 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을 요청한 바 있음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POGO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측의 중요성과 현황, 목표 및 참여 방법

- POGO에서 주최하는 포럼의 내용과 성과

- 상파울루 회의 후 진행된 남반구 일대 해양학 탐사결과 

○ 전시연출 방법

- POGO의 참여국 및 단체와 역할을 설명해주는 전시연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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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슈화되었거나, 현재까지의 POGO에서 주최하는 포럼의 내용 및 

포럼의 결과 및 효과를(예, 상파울루 회의 후 진행된 남반구 일대 해양

학 탐사결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통해 POGO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음

- 영상과 그래픽패널을 함께 활용하여 전시 연출

- POGO 서비스 정보를 관람객이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설치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26> 영상시스템 및 그래픽패널,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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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가. 초대형 선박건조

1) 개  요

○ 시추선은 해저유전 및 가스전 발굴을 목적으로 해저굴착을 위한 시추장

비가 탑재된 선박임. 기존의 해저유전개발이 수심이 낮은 지역 및 해상

환경이 온난한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유가급등 및 석유고갈로 인

해 심해 및 해상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시추작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시추선은 기존의 시추설비인 고정식 시추설비 및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대신하여 새로운 환경의 유전개발에 적합하도록 시추 깊이 및 해상조건

의 제약을 극복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 3,600m 수심 및 12,000m 시추 

깊이의 심해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시추 공간유동억제장치 설치로 해수유동 안정화를 통해 작업효율을 향

상시키며, 유압방식의 시추방식을 적용하여 시추효율을 극대하였고, 6기

의 회전형 추진기 및 DGPS 등으로 이루어진 위치유지시스템을 장착하

여, 시추선의 이동 없이 수평방향위치를 유지하며 시추 가능하도록 함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세계최초로 극지인 북해, Barents sea 및 북극해에서 작업가능한 시추선

을 개발, 건조하였으며, 시추 공간유동억제장치 등 주요기술에 대해 특

허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최고의 시추선 원천기술을 

확보함

○ 일반적인 유전개발 및 생산은 시추선에 의해 유전개발이 완료되고, 생산 

및 저장, 하역능력을 갖춘 FPSO에 의해 석유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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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시추설비와 FPSO 기능을 결합한 복합한 선박을 개발하여 유

전개발에서 생산까지 하나의 선박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전시 실현성

○ 저소음, 저진동, 위험성 회피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친화적이

며 친환경적인 설계전시와 시추선의 모형전시가능

<그림 6-27> 삼성 시추선

❏ 주제 연관성

○ 시추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기존 선박 대비 4배 이상의 고용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해가스배출 감소 및 전기추진방

식을 채택하는 등 친환경사양적용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함

❏ 흥미 유발성

○ 삼성중공업의 시추선개발을 필두로 한국조선소가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국산화율증대로 국내 기자재시장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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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해역(천수역 및 심해)을 포함한 북해극지와 같이 해상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유전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척당 7~10억불에 해당하는 고

부가가치제품임

3) 홍보ㆍ유치전략

○ 국내의 부존자원은 부족하나 에너지개발에 관련하여 세계최고의 기술력

이 있음을 홍보

○ 저소음, 저진동, 위험성 회피 및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 친화적

이며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하여 홍보

○ 드릴링과 모니터링으로 대규모 지진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여 시추선의 활용방안에 대해 홍보

4) 기대효과

○ 한국을 포함한 24개 회원국들과 함께 지구, 해양을 탐사하는 해양통합드

릴링프로그램(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암반샘플을 채취하는 과학적 도전을 세계

인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환경과 과학기술에 대

한 인식제고 기대 

○ 국가 수출증대 기대, 높은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이바지 기대

○ 심해 및 해상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시추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어, 결빙지역인 북극해의 유전개발 및 브라질 연안의 심해유전개발에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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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해저유전 및 가스전 발굴을 목적으로 해저굴착을 위한 시추장비가 탑재

된 선박인 시추선의 규모, 특징, 역할 전시

- 최고 3,600m 수심 및 12,000m 시추 깊이의 심해저자원을 활용한 사례

를 조사하고, 경제적․환경적인 효과와 활용방안 제시 

○ 전시연출 방법

- 시추설비와 FPSO 기능을 결합한 복합화선박의 규모와 특징을 축소모형

과 그래픽패널로 연출

- 터치스크린을 통한 세부내용과 관련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시연출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28> 축소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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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검색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나. 심해광물자원과 채굴기술

1) 개  요

❏ 심해저광물자원 개요

<그림 6-30> 심해저광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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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광물자원은 크게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망간단괴와 망간각은 니켈, 코발트 등 전략적 금속이 개발대상

인 것에 비해, 해저열수광상은 구리, 납, 아연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베이스금속과 금, 은 등 귀금속을 다량포함

○ 해저열수광상은 단위면적당 금속품위 및 매장량이 높고 부존 수심이 얕은 점

에서 다른 심해저광물자원보다 상업적 개발시기가 가장 앞설 것으로 예측

❏ (주)노틸러스

○ 1996년 설립된 노틸러스5)(Nautilus Minerals Inc)는 2012년 파푸아뉴기

니영해의 수심 1,500m의 Solwara 1광구에서 세계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연간 200만 톤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 선두민간기업으로서, 2008년 2월 

세계최초로 자원량 평가를 완료하였고, 상업개발을 위한 기술․경제적 

사업타당성평가를 통해 2008년 10월에는 파푸아뉴기니정부에 개발권

(Mining Lease)을 신청

○ 2009년에는 개발광구를 대상으로 15개의 관련연구소와 관련전문가6)들과 

함께 2년 동안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s)

의 최종승인7)을 얻으면서 상업개발을 위한 제반여건을 확보한 상태

○ 현재 노틸러스의 대주주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4개 자원개발회사(광업회

사)인 Epion Holdings Ltd.(16.8%)8),. Anglo American plc(6.4%)9), Teck

Cominco Ltd.(5.8%)10), Barrick Gold Co.(3.7%)11)이며, 2007년 2월 현재 

미화 2억7천5백만 불(약 3,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음

5) 2006년 5월 8일과 2007년 2월 2일자로 각각 토론토 증시(Toronto Stock Exchange Venture(TSX-V))와 런던
증시(AIM)에 상장한 주식회사

6) College of William and Mary(미국)와 Duke University(미국),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미국),
University of Toronto(캐나다),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미국), CSIRO(호주), Hydrobilogy
(호주), University of Papua New Guinea(파푸아뉴기니), Coffey Natural Systems(호주), Rabaul Volcano
Observatory(파푸아뉴기니), Asia Pacific Applied Science Associates(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호주),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호주), James Cook University(호주), Charles Darwin
University(호주)

7) 2010∼2035년까지 25년간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승인 획득
8) 러시아의 광업회사
9)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각지에서 활동하는 광업회사그룹
10) 캐나다의 광업회사
11) 금채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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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스는 2009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저열수광상 광구의 선점을 위해 

파푸아뉴기니, 통가, 솔로몬제도, 피지, 뉴질랜드에 약 230,0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약 280,000㎢ 면적에 해당하는 탐사권을 신청한 

상태임

- 2009년 통가 바신해역 탐사에서는 구리 12.6%, 금 34.0g/t, 아연 60.9%,

은 185g/t의 샘플분석결과를 발표   

- 비스마르크와 우들라크, 솔로몬제도에서도 탐사프로그램진행(Fugro

Solstice호 활용, 전장 70.25m, 2,397톤, DP2, ROV 장착)

Location

Total Tenements

Granted

Tenement Applications

Underway
Total

Number Total Area(㎢) Number Total Area(㎢) (㎢)

PNG 73 18 200,000

Tonga 16 77,500 28 128,000

Fiji 0 0 14 63,000

Solomon Islands 14 8,200 0 0 

New Zealand 0 0 1 48,200 

Total 103 ≒ 250,000 61 ≒ 275,000 ≒520,000

<표 6-2> 노틸러스 해저열수광상 광구확보/신청현황(2009. 1 기준)

<그림 6-31> 노틸러스의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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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장비제작은 2007년 12월 영국의 Soil Machine Dynamics(SMD)사와 

체결(채광로봇 2대, 3,300만 파운드, 6,000톤/d 규모). 양광시스템 및 선

상장비의 설계 및 제작은 Techcnip USA Inc에 1억 1,600만 달러에 공급

계약 체결. 채광선은 노르웨이의 North Sea Shipping AS를 통해 건조

예정

* 선박규모 : 전장 153.6m, 폭 30m, 배수톤수 14,200톤, 작업가능 수심 

2,500m, 갑판 면적 2,900㎡, 승선인원 120명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심해저채광기술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우주개발과 같이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산업

○ 노틸러스는 세계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연간 200만 톤 상업생산을 위해 

고난도 심해저개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선두민간기업 

○ 현재 추진 중인 상업생산이 성공하면 세계최초로 심해(수심 1,500m)․극

한상황에서의 수중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고, 세계최고의 심해운용기

술 검증 및 관련 노하우지식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인식  

○ 최근 상업착수와 관련하여 발 빠르게 공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노틸

러스의 사업추진방법은 세계 각국의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정책방향과 

기술투자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부여가 가능

❏ 전시 실현성

○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심해저광물자원 상업개

발 가능성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해양개발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시대에서는 기술전시를 통해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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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스는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학회나 홈페이지의 최신뉴스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비디오 및 동영상 제작도 완

성된 상태

○ 채광기술의 모형제작, 사진 전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시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고품위 부존량이 확인된 해저열수광상의 지질․지형구조 조사방법과 탐

사장비, 더불어 자항식채광기(Crown Cutter), 양광시스템 등 효율성과 

안전성이 제고된 채광시스템 개발기술을 병행하여 디스플레이 한다면 

미래지향적 최첨단기술 선도로 인식제고 가능 

❏ 주제 연관성

○ 해양은 자원개발의 무한한 공간으로, 미래생존의 터전으로 확고히 인식

되었음. 해양자원 개발기술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나, 인식전환과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확신

○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은 블루이코노미 시대를 위한 미래기술 및 비전을 

공유하고, 여수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미래해양의 비전제시에 있어 해

양에 도전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프론티어 분야 

○ 전 세계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개발의 성과는 미래 해양

자원개발의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이며, 해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미래의 해양시대를 여는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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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유발성

<그림 6-32> 노틸러스의 채광 및 양광시스템 개념도

○ 노틸러스의 자항식채광기(Crown Cutter)의 크기는 15m(L) × 13m(B) ×

8m(H), 무게 240톤(수중무게 180톤), 채굴량 6,000톤/d (평균처리량 100

㎥/h)으로 설계 

<그림 6-33> 노틸러스의 자항식채광기

○ 처리수심은 1,700m~2,500m, 양광입자는 25mm이하가 70%, 25~50mm가 

30%, 양광관 직경은 308mm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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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노틸러스의 양광펌프

<그림 6-35> 채광선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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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Solwara 1 광구 드릴링 위치 및 자원분포예측

3) 홍보․유치 전략

○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참가는 PR(Public Relations) 홍보방법 중 한시적으

로 기업이미지와 상품의 홍보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이미

지 홍보에 적은비용으로 기업가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 

○ 기업가치 및 이미지 홍보개선을 위해 기업운영 주체의 공공성강조, 제품

의 사회공헌도강조, 경영실적 후 사회 환원성강조 등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효과가 가능한 점을 홍보

- 공중파(TV와 라디오)의 경우 고비용이지만 매체전달력은 뛰어나며, 인

터넷광고의 경우 저비용으로 넓은 타겟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홍수로 혼란과 홍보저해가 우려됨. 또한 잡지의 경우는 안정적 홍

보매체이나 타켓범위가 협소한 단점이 있음. 모든 홍보매체를 고려해 

볼 때 관람객 800만 명의 동원이 가능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참가는 상업

적 매력이 있음

- 사진 및 포스터 전시, 비디오 및 동영상상영 연출 또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미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연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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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림.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후속 광고 제작, 로드

맵 제공이 가능함을 제시

○ IR(Investment Relations)을 통한 기업 내실화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서 경제성평가에 나온 미래 실적평가 결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

음을 강조

4) 기대효과 

○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할 해양개발기술의 획기적발전을 이룩하고 새로

운 해양산업(심해유인/무인잠수정, 해저면굴착 등)창출 등 기술파급 및 

해양산업기술 발전유도

○ 심해저자원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발전과 첨단산업사회의 혜택을 국민

들이 누릴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급변하는 자원 확보 경쟁의 시

대에서 자급을 위한 독자적 공급원 확보정책으로 전환과 더불어 안정적

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

○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개발로부터 검증된 기술은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의 응

용을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 제고 기대

○ 안정적 산업발전을 위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의 인식확산 및 첨단 해양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산업분야의 기술파급 및 개발 촉진 가능성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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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심해저 광물자원인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 채광장비

- 세계최초로 심해(수심 1,500m) 극한 상황에서의 수중로봇 기술력

○ 전시연출 방법

- 채광기술의 발전과 채광장비를 그래픽패널로 소개 

- 우수한 채광장비로 심해저에서 채광한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의 샘플을 직접 전시

- 채광선, 채광장비 및 수중로봇의 실물전시는 불가능하므로, 축소모형으

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관련영상을 함께 연출 

- 관람객의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관람객이 직접 조정하며 심해의 망간

단괴 등을 채광해보는 체험시설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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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37> 심해광물 실물 샘플전시

<그림 6-38> 축소모형과 영상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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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수화 산업

1) 개  요

○ 담수플랜트란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막을 통과시켜 염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기염류를 제거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유지용수 등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하는 공정과 설비를 총칭함. 계절이

나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다량의 수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며, 댐건설 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초기투자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대체 수자원 확

보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며 저에너지, 친환경, 안정성을 추구함

○ 물의 수요와 공급 : 물의 사용량을 보면 195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용도별 사용량을 보면 농업용수의 사용량 비율(약74%)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소고기 1kg

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15,000리터나 되며, 우유 1리터를 생산

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최대 4,000리터가 사용된다는 통계치가 있음

<그림 6-39> 용도별 물 수요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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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공급원을 보면 지표수, 지하수, 빙하, 대기, 해

수로 나눌 수 있으며,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주로 지표수와 지하수

임. 지표수와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물의 공급원에서 0.65%를 

차지하며, 지표수의 경우에는 개발압력으로 인한 수량의 감소 및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 상업적 식용수를 위한 

과도한 개발 및 토양오염으로 인해 향후 물 공급에 있어 큰 문제를 지

니고 있음.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의 후유증으로 매년 양쯔강에 6

천만 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고, 물 수요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

음. 또한 기후변화, 과잉방목 및 삼림훼손, 토양의 염류화 등으로 사막화

지역이 확산(매년 6✕ 104km2 증가)되어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킴

<그림 6-40> 제한적인 물 공급

○ 2000년 물 부족 인구가 약 5억 명 정도로 추산되었고, 2025년에는 4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물 부족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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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물 부족 예상국가

○ 전 세계 담수화시장은 2008년 13조원에서 2015년 32조원으로 확장(90%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담수화 설비는 2008년 6,350만 톤에서 60% 증

가한 10,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국가별 해수담수화 설비 수주액 및 시장점유율을 보면 1위는 프랑스로 

16억불을 수주하여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이 뒤를 이어 

15억불 수주에 3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2007~2009년 기준). 세계 기

업별 생산액 및 시장점유율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15억불 수주액으로 시

장점유율 31%를 차지(한국에서의 해수담수화설비 기업은 두산중공업이 

유일)함으로써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함



－ 128－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세계전체)

국가명 France Korea Italy Saudi Germany -

생산액
(백만불)

1,678 1,504 1,358 188 139 4,867

비중(%) 34.5 30.9 27.9 3.8 2.9 (100)

생산량
(MIGD)

241 216 195 27 20 699

비중(%) 34.5 30.9 27.9 3.8 2.9 (100)

<표 6-3> 세계 주요 기업별 생산 및 시장점유율(2007-2009)

○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설비는 양적 세계1위뿐만 아니라 용량 800천 

톤(3백만 명/일 사용분)의 세계최대담수설비, 세계최초민자담수설비, 최

단납기담수설비(12개월), 세계최초 하이브리드 담수설비를 생산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최고를 입증함

<그림 6-42> 해수 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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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실현성

○ 담수 생산원리모형 전시 : 반투막을 경계로 하여 양측에 담수와 염수를 

넣으면 담수는 반투막을 투과하여 염수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때 수면 

높이에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역으로 가하면, 염수중의 담수가 반투막

을 투과하여 담수가 생산됨

<그림 6-43> 담수 생산 원리

❏ 주제 연관성

○ 해수담수화설비는 해수(Sea Water)를 이용하여 산업, 농업 및 생활용수 

등 사용 가능한 물 자원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사막화

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흥미 유발성

○ 물 공급원의 제한적 사용과 물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심각한 세계

적 물 부족 문제는 관람객을 포함한 세계인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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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 세계 물 시장 성장 예측

3) 홍보․유치전략

○ 지구상의 공급원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방법임을 홍보

<그림 6-45> 물 부족문제의 해결 프로세스 및 물의

담수화 기술



－ 131－

4) 기대효과 

○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의 후유증으로 매년 양쯔강에 6천만 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고, 물 수요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음. 아프리

카 및 중동지역에서는 급속한 사막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담수화 기술을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지구

촌 문제 해결 기대

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다단증발법(MSF), 다중효용증발법(MED) 및 역삼투압법(RO) 방식

- 두산중공업의 세계최초 다단증발법과 역삼투압법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건설

- 세계 인류의 40%에 달하는 80여 개국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현 시점과 

지구 표면의 4분의 3에 달하는 바다를 마시는 물로 바꿀 수 있는 두산

중공업의 해수담수화 기술의 가치 소개 

○ 전시연출 방법

- 다단증발법과 역삼투압법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해수담수

화를 그래픽패널로 전시

- 대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실물 전시는 불가능하므로, 축소모형으

로 제작하여 전시

-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며, 해수담수화의 가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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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의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관람객이 직접 해수담수화 시설로 만

들어진 물을 마셔볼 수 있는 체험 전시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46> 축소모형

<그림 6-47> 영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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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수상내역

- SWPF(Saudi Water & Power Forum), Innovation Award 2009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Desalination Plant of the Year 2009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Desalination Company of the Year 2007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Desalination Plant of the Year 2006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Desalination Deal of the Year 2005

○ 참고 문헌 (보고서, 단행본, 논문, 특허, 홈페이지 등)

- 두산중공업 홈페이지 : http://www.doosanheavy.com

- Desaldaat.com, 수주통보서(ERP Data)

- GlobalWaterIntelligence2008, 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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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산업
□ 외해가두리양식

1) 개요

○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고품

질의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2030년 수산물소비량이 18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세계인구 90억 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현재 어

업생산이 1억 톤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부족부분(FAO

Gap)에 대해서는 양식수산물에 상당량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 최근 남

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과 신해양법에 근간을 두는 각국의 EEZ선언 

등으로 어업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의 확보는 양식

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어업자원과 어업인력이 빠른 속도로 감

소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3조원 이상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양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내해와 외해를 분리하여 관리

하여야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류양식이 요구됨. 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양식의 흐름변화로

부터 시작되었음. 즉 생산지향적양식(production-oriented aquaculture)에

서 환경지향적양식(environment- oriented aquaculture)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성, 책임감, 환경친화성, 생태계기반, 식품안전 위주의 수산업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국내연안양식시스템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국가경쟁력확보에 어려

움이 있었으나, 외해를 이용한다면 생산성증대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현재 세계양식산업의 정책방향은 외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산물의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환경, 시장의 접근

성,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등에서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에서

는 지역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외해양식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이끌어야 함



－ 135－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현재 외해가두리는 태풍 등의 악조건에서 시설물 유지가 뛰어나 외해개

발을 통한 양식면적의 확대가 가능함. 설치해역에서 수면에 돌출되는 

시설물이 없어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해양경관에 저해되지 

않으며, 해양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고, 오염원의 확산이 원활하여 환

경오염이 적음

○ 외해양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 책임감, 환경친화성, 생태계기반, 식품안

전 5가지의 세계 양식 트랜드를 전부 만족시킬 수 있음. 외해양식은 환경수

용력이 매우 큰 청정의 외해에서 고급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식품안전성과 더불어 환경친화성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음

- New Hampshire와 하와이에 설치되어 있는 외해양식장의 환경을 모니터링 

한 결과 수질은 물론 저서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음 (Grizzle et al, 2003; Bybee and Hailey-Broock 2003)

○ 외해양식 대상종은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이 높은 생물학적인 장점을 갖고 있

을 뿐 아니라 무한자원인 외해를 입체적으로 이용하여 인류의 수산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반면 노출되어 있는 외해해역에서 생물을 사육하는 사업

으로서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 또한 외해양식은 대규모의 시설과 첨

단의 과학기술을 요구하므로 많은 자본투자가 필요함

❏ 전시 실현성

○ 현재 각 국가에서 외해양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상용화 된 

시스템의 경우 수산관련 어업인 및 단체에 소개를 해야 함. 전시 수조 

내에 모형물을 제작하여 전반적인 운용, 관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전

시를 실현. 연구개발 중인 연구에 대한 사진자료나 기타모형자료를 바

탕으로 각국의 협조를 받아서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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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연관성

○ 외해가두리양식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양식방법의 대표적인 정책방향으

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매우 밀접한 관

련성을 갖고 있음. 연안을 활용한 양식의 발전방향이 해조류 중심의 

자가영양양식과 어류중심의 타가영양양식으로 구분하여 연안과 외해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함. 해산어류양식에 있어서 외해가두리양식이 새로

운 양식 패러다임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흥미 유발성

○ 국내 매스컴을 통하여 외해가두리양식 방법에 대해 많은 부분이 소개되

었음. 하지만 외해가두리양식과 시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태임. 가

두리모형 전시로 수중에 설치된 형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심 

35m 이상 해역에 실제 가두리를 설치하여 부상과 침하, 가두리 내에 

사육생물을 관찰하는 영상자료를 상영한다면 긍정적인 도전의 대상으로 

유도가 가능할 것임

3) 홍보․유치 전략

○ 세계적으로 산업화되어있는 외해가두리양식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국내

에서 개발 중인 가두리형태에 대해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실물크기 또는 

축소모형 제작이 필요함. 각국의 외해가두리시설물에 대하여 모형 또는 

사진자료 등을 제공받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 외해가두

리 내에 사육하는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중관찰 또는 수중카메라를 

통한 어류 활동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전문가를 포함한 관람객에게 큰 관

심을 불러일으킬 것임

4) 기대효과

○ 외해가두리양식은 환경친화적 양식방법으로써 세계 미래양식산업의 새

로운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음. 국내양식수산업의 정책방향도 외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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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를 통한 연안생태계 유지관리 및 어류생산량증대이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필요함. 또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외해가두리양식에 대해 

기술적인 개념, 금후 산업화방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새로

운 비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외해개발의 장점인 태풍 등의 악조건에서 시설물유지가 뛰어남, 외해개

발을 통한 양식면적 확대가 용이함, 환경오염이 없는 점을 강조 

- 환경수용력이 큰 청정의 외해에서 고급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식품안

전성, 환경친화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외해양식의 특징을 강조

○ 전시연출 방법

- 전시 수조 내에 외해가두리양식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외해가두리양식의 

특징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연출

- 세계 각국에서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외해가두리시스템을 영상과 그

래픽패널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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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48> 전시수조 내 축소모형

<그림 6-49> 영상시스템, 그래픽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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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관련그림 및 사진자료

<그림 6-50> 미래형 외해가두리양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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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일    본

‣ 수중식 (다이아몬드형)

‣ 고가, 잠수부 필요

‣ 부침식, 부상식 (사각형),

‣ 관리 불편

노르웨이 스 웨 덴

‣ 부상식, 부침식 (원형)

‣ 태풍에 대한 검증 필요

‣ 반잠수식 (육각형, 원형)

‣ 고가

중    국 이탈리아

‣ 부상식, 부침식(마른모꼴)

‣ 태풍에 대한 검증 필요

‣ 부침식 (팔각형)

‣ 태풍에 대한 검증 필요

<그림 6-51> 세계 각국의 외해가두리양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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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2> 외해가두리양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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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양식산업

1) 개요

○ 노르웨이 수산정책의 목적은 노르웨이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전

한 정책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음. 세부적으로 살아있는 해양자원에 대

한 지속적 이용 및 관리를 우선과제로 삼고,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개별

어종의 가치 증대 및 연안어업공동체의 삶의 터전의 유지 및 확대 그리

고 수산업으로부터의 질 높은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르웨이는 2005년 연간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어업국임. 2005년 노르웨이 수산업의 평균 연간생산량은 약 3백 20만 

톤임. 이중 수산물 수출량은 세계 2위로 2백만 톤이며, 그 가치는 약 5

조원에 달함

○ 노르웨이 어업 및 양식 수산물은 현재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소비자

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주요 수출 대상국은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영

국, 일본 순임. 또한 노르웨이 어업 및 양식 산업은 노르웨이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에 속하며, 노르웨이 수산물이 전체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

율은 약 5% 정도 됨(2006년 기준)

○ 노르웨이 양식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천해의 자연조건과 고도의 양식기술

에 힘입어 그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 편임

○ 노르웨이 양식산업은 기술적 생산관리 및 효율적 경영을 통해 질 높은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갖춘 국제산업임. 최근 노르웨이 양식 생

산량은 생산액 측면에서 어선어업 생산액을 능가하고 있음. 또한 양식

생산량은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량의 50%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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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ssb.no/fiskeri_havbruk_en/fig1-mengde-verdi_en.gif

<그림 6-53> 노르웨이 양식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 노르웨이 양식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양식어종은 대서양 연어(Atlantic

salmon)와 무지개 송어(rainbow trout)임. 그 외에 대구(cod)와 헬리벗

(halibut), 울프 피시(wolf fish), 조개류(shellfish) 등의 새로운 어종을 양

식어종으로 확대․발전시켜나고 있음

○ 노르웨이 양식 산업 170개 기업중 90개 기업의 연평균 총생산액과 총비

용 그리고 면허 수 및 순수익은 각각 228억원, 160억원, 4.9 면허, 66억 

정도 되었음. 즉, 개별 양식기업들이 연간 순수익이 약 66억 원이라는 

것은 개별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노르웨이는 양식어종의 가두리탈출(Escaping)에 기인한 생태계 파괴 및 

기생충 및 생화학 상품에 의한 환경오염, 그리고 어병 등과 같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연구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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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연어양식회사로는 Marine Harvest사를 

들 수 있음. Marine Harvest사는 60년대 말부터 연어양식을 시작하여 

연어양식으로서는 개척자역할을 하였고, 2006년 12월 Pan Fish ASA와 

Fjord Seafood ASA를 합병함으로써 세계최대 종합씨푸드회사가 됨

<그림 6-54> 청정해의 노르웨이 연어양식장

○ Marine Harvest사는 Marine Harvest Norway, Marine Harvest

Scotland, Marine Harvest Chile, Marine Harvest Canada and Marine

Harvest VAP Europe의 5개의 주요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음. 이밖에도 

Marine Harvest Asia, Marine Harvest Faroes, Marine Harvest Ireland,

Marine Harvest Ingredients, Marine Harvest Cod and Sterling White

Halibu의 6개의 사업체도 운영 중임

○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Marine Harvest사의 각 사업체는 연어의 생

산, 가공, 판매를 함. 특히, 노르웨이의 옐멜란트(Hjelmeland)에 소재하

고 있는 Marine Harvest Ingredients 사업체는 연어로부터 연어기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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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단백질과 같은 고부가 원료들을 추출함. 추출한 기름은 오메가-3 건강

보조제, 식품 및 음료의 재료로 사용되며, 연어 단백질은 사료원료로 판

매됨

<그림 6-55> 연어양식장에서의 연어수확

<그림 6-56> 정제된 연어기름

○ Marine Harvest사의 2009년 매출액은 14억5천만 NOK(약 2.8조원)에 이

르고, 종사자수는 6,015명(비정규직 1,068명 포함)임. Marine Harvest사

의 2009년 연어양식 총생산량은 201,676 MT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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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Harvest사는 씨푸드의 질, 연어의 건강, 대체사료, 환경영향 등

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특히, 대체사료 및 최소한의 사료사용에 대한 

연구는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함

2) 선정 사유

❏ 세계 최고성

○ 노르웨이의 Marine Harvest사는 세계 연어양식의 선구자역할을 하였으

며, 노르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연어양식 산업에서의 질적․양적 우위를 

선점하는 견인역할을 하였음. 단일기업으로는 세계최대 양식연어를 생

산함

❏ 전시 실현성

○ 연어양식어업의 발전단계, 청정해역에서의 연어생산, 양식의 기술, 첨단

양식장비(피딩 시스템), 가공식품 등 실물, 모형전시 가능

❏ 주제 연관성

○ 지속적인 해양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양식어업은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Marine Harvest사의 경우 양식업 뿐 아니라 수산가공, 고부가의 

원료생산 등을 통하여 노르웨이 수산산업을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

벌 기업화를 통해 기술 및 경제이익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 연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투자를 통해 “깨끗한 바다, 살아 있는 

연안”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

❏ 흥미 유발성

○ 소고기를 1kg 생산하는데 14,000리터가 소비되는 반면 연어생산에는 담

수가 전혀 필요치 않음(물 부족 문제). 또한 연어의 경우 100kg의 사료

를 먹였을 때 65kg의 식용연어를 생산하는 반면 닭고기는 20kg의 고기

를 생산함(사료 대비 효율적 생산, 지구온난화문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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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7> 연어양식과 담수의 사용

<그림 6-58> 단위 투입 사료 당 고기생산량

○ 대서양 연어류의 양식 및 자연산 생산비율, 연어의 양식생산 단계, 장비 

등도 흥미를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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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9> 연어류의 양식 및 자연산 생산량

<그림 6-60> 연어양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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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1> 자동 사료투입 장치

3) 홍보․유치전략

○ 대사관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에 협조를 구하거나 Marine Harvest사에 

직접 접촉 시도(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와 함께 Marine Harvest Korea(연어세일사업체)를 방문 본사와의 

연계 계획 중임

○ OCBPA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선정됨으로써 기업이미지의 제고 등을 

강조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함

4) 기대효과 

○ 노르웨이의 양식산업정책, 상대적 쇠락기를 맞고 있는 수산업국가이익

○ 선진화된 양식기술을 지닌 노르웨이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국내양식업의 

세계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

○ 선진화된 노르웨이의 양식정책, 양식어종의 품질개선 및 상품브랜드화에 

대한 벤치마키 등을 쇠락기의 국내수산업의 재부흥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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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 연출 내용

- 노르웨이 수산 정책과 양식산업의 특징

- 연어양식어업과 양식기술, 첨단양식장비의 발전단계

- 연어기름, 연어단백질 등 연어 가공식품의 개발과 판매

- 연안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이루는 양식어업의 비전 

○ 전시 연출 방법

- 노르웨이 양식산업의 특징 및 연어양식어업과 양식기술, 첨단양식방법

을 영상과 축소모형, 그래픽패널로 소개 

- 연어기름, 연어단백질 등 가공식품 실물전시 

- 소고기를 1kg 생산 시 14,000리터의 물이 소비되는 반명 연어생산에는 

담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연어의 경우 100kg의 사료를 먹였을 때 

65kg의 식용연어를 생산하는 반면 닭고기는 20kg의 고기를 생산하는 

등 연어생산과 타 식품 생산의 비교전시를 적극 활용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모

- 실물모형을 활용한 비교전시도 가능하며, 미디어테이블이나 정보검색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연어생산을 선택 시 비교자료가 바

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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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연출 예시

<그림 6-62> 영상시스템, 축소모형, 정보검색 터치스크린

<그림 6-63> 미디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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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참고 문헌 (보고서, 단행본, 논문, 특허, 홈페이지 등)

- Marine Harvest Group 홈페이지: http://www.marineharvest.com/en/

- Salmon Farming Industry Handbook 2010

- Marine Harvest Group Annual Report

- 수산정책동향(노르웨이 양식산업의 발전 현황 및 시사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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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력발전

□ 시화호 조력발전소

1) 개  요

○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의해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가용한 에

너지와 자원은 한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

화되고 있는 상황.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지구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가 국제무대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친환경 에너지정책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이 재편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이 21세기 핵심기술로 부상함

○ 조력에너지는 조석이 발생하는 하구나만을 방조제로 막아 해수를 가두

고 수차발전기를 설치하여 외해와 조지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

는 방식으로, 해양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 됨.

조석의 반복 특성으로 인해 발전출력의 장기예측이 가능하고,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임. 발전방식에 따라 

창조(漲潮)식과 낙조(落潮)식으로 구분함

<그림 6-64> 조력발전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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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개발 가능한 조력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당국가에서는 조력자원을 미래의 중요한 대체에너지자원으로 인식하여 이

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대표적인 조력발전소는 프랑스

의 랑스(1966, 시설용량 240MW), 캐나다의 아나폴리스(1984, 시설용량 

20MW), 중국의 지앙시아(1985, 시설용량 3.2MW)등이 있음.

○ 정부는 대기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악화된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청정해양에너지인 조력발전소를 구상함. 한국해양연구원

은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이라는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여 환경

친화적 창조식 조력발전시스템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 K-water 는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6년간의 대공사(총사업비 3,551억원)

끝에 세계최대규모의 상용 조력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2011년에 

완공함.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은 254MW이며, 발전방식은 단류

식, 창조발전식(밀물 때 낙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며, 수차10기와 수문 

8문을 설치한 세계최대 조력발전소임

<그림 6-65> 시화호 조력발전소 공사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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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설용량이 254MW이며, 이것은 기존 최대 시설용

량을 지닌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240MW) 보다 14MW가 많아 현재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음

❏ 전시 실현성

○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손실은 두 개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합한 것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경고(스턴보고서)하고 있으며, 온

실가스 배출량의 3/4 이상이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만

큼, 에너지소비가 문제의 핵심이며, 에너지정책이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주목 받고 있음.

○ 기후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력, 파력, 해상풍력, 온도차발

전 등 해양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상용화 해야함

❏ 주제 연관성

○ 조력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해양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먼저 상용화 한 사례이며, 미래의 중요한 대체 에너지 자원의 하나

로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흥미 유발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규모뿐만 아니라 해수유통 확대(550억 m3)를 통

한 시화호의 수질개선효과(COD 4.7ppm → 2.7ppm ), 국가에너지 자

급도 향상효과(유류수입대체효과 862천 배럴/년), CO2 저감효과(152천

톤/년)도 유발함. 뿐만 아니라 시화호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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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6>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주변 관광자원공간

3) 홍보․유치 전략

○ 세계최대 시설용량의 조력발전소임을 강조하여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여 

홍보

○ 수질개선효과, CO2 저감효과를 부각하고, 조력발전은 환경을 생각하는 

해양신재생에너지임을 강조하여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구현과 함께 홍보

4) 기대방안

○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실증모형 전시 및 인터넷을 통

한 실시간 조력발전 현황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진행 상황

으로 볼 때 조력에너지 부존국가를 대상으로 조력발전에 대한 기술이전

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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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조력발전의 발전원리 

- 시화호 조력발전의 규모 및 특징 

- 연간 약 552.7GWh의 전력생산, 연간 약 86만 2천 배럴의 유류수입 대

체효과, 연간 약 31만 5천톤의 CO2 저감 및 시화호 해수유통으로 인

한 수질개선효과 등 시화호 조력발전의 효과 

○ 전시연출 방법

- 세계최대 규모의 상용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의 규모와 특징을 축소모

형과 그래픽패널로 연출

- 시화호 조력발전의 특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력발전의 현

황을 생동감 넘치게 중계할 수 있도록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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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67> 축소모형전시

❏ 기타사항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현황

- ‘00. 12 : 시화호를 해수호로 이용계획 변경

- ‘02. 12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확정

- ‘04. 12 : 공사착수(’10년 말 준공예정)

- ‘10. 02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차발전기 설치 진행 중

○ K-water가 주관

○ 참고 문헌 (보고서, 단행본, 논문, 특허, 홈페이지 등)

- K-water 시화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shhd.kwater.or.kr

- 조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보고서(한국해양연구원)

- 발표자료(K-water) 및 영문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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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명과학기술
□ 녹색형광단백질

1) 개요

○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은 발광해파리가 갖고 있는 

형광단백질의 일종임. 발광해파리의 체내에서는 에쿼린(Aequorin)이 내

는 형광을 받아 녹색의 형광을 발생시키는데, 대장균, 효모, 식물, 동물

에서의 형질전환체에 여기광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발광이 일어나 융

합단백질로 발광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범위는 넓어지고 있음

○ 녹색형광단백질은 발광하는 특성때문에 정량적인 측정이 쉬움. 박테리아

에서 형체전이 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생명체내에서 연구하고자 하

는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발현되고 소멸되는지 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 녹색형광단백질의 역할은 생물체 안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의 위치파악임.

예를 들어 특정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생물에 주입한 후, 특정 유전자의 

위치와 기능의 작동여부를 형광단백질의 빛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임



－ 160－

<그림 6-68> 녹색형광단백질의 3차원 구조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15

○ 녹색형광단백질(GFP)의 발견과 개발연구로 2008년 노벨 화학상에 미국 

우즈홀(Woods Hole) 해양생물연구소(Marine Biological Laboratory,

MBL)의 시모무라 오사무(Osamu Shimomura, 80) 박사와 미국 컬럼비아

대 마틴 챌피(Martin Chalfie, 61) 교수,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로저 첸(Roger Y. Tsien, 56) 교수 등 3명을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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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9> 2008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

❏ 전시 실현성

○ 형광단백질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용부분은 살아있는 세포내의 특정 

세포기관들의 위치와 이들의 역동성 이미지를 얻는 것임. 특정 세포기

관 내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기관 내에 위치한 알려진 단백질의 

cDNA와 형광단백질의 유전자를 융합시키는 분자 생물학기술이 사용되

고 있음. 이렇게 융합된 플라스미드를 동물세포 내로 넣을 수 있고, 이

들은 동물 세포 내에서 발현됨. 발현된 세포기관 내에서 형광단백질은 

형광빛을 발산하여 동물세포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6-70> 녹색형광단백질 유전자를 융합시킨

후 동물세포 내에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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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연관성

○ 녹색형광단백질의 발견으로 인간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혹은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생체 

내 현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음

❏ 흥미 유발성

○ 형광을 내는 단백질유전자를 조작하여 식물에 주입하면 밤에도 빛을 발하

는 발광식물, 유전자 재프로그램을 가하면 화생방전이나 유해가스 탐지 

시 색깔이 바뀌는 식물을 개발했음

3) 홍보․유치전략 

○ 녹색형광단백질을 발현시킨 예들을 실생활에서 찾아 흥미유발

- 생화학테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감시식물(Sentinel Plants)의 개발

- Penn State 주립대학교 과학자들은 식물의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오 테

러인 탄저균(Anthrax)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식물개발

- 다양한 색을 발하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물고기 개발 및 생산

4) 기대효과 

○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암세포가 

어떻게 퍼지는지 등을 추적하는 수단으로 발전, 미래의 각종 질병 치유

에 공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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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녹색형광단백질의 발견 및 개발연구 과정 

- 녹색형광단백질의 특징과 가치 

- 녹색형광단백질의 의학적, 실생활적 활용방안 

○ 전시연출 방법

- 녹색형광단백질을 표현하고 있는 발광해파리 실물전시 

- 실생활에서 녹색형광단백질의 활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터치스크린 

연출 

- 일정공간을 구성하여 녹색형광단백질로 연출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객

이 직접 관람하도록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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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71> 실물전시

<그림 6-72> 검색터치스크린

<그림 6-73> 녹색형광단백질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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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1) 개 요

□ 초대형컨테이너 물류시스템 개요

○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을 수로로 이동하기 위해 수송의 다양한 방

식을 허용한 육지와 연결된 각종수송기관으로 구성됨

○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요소: 항해할 

수 있는 수로, 항구, 각종 수송기관 연결, 선박, 사용자

○ 항해수로는 제조, 광물, 농업의 대량상품, 각종 무역상품에 수로를 제공

하고, 미국 내에서는 승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과학, 상업 및 군사목적

으로 사용된다. 초대형 컨테이너물류시스템의 항해는 운하, 갑문, 댐과 

항해의 조력의 지원 및 시스템에 의해 촉진됨

○ 터미널 운영체제, 창고 운영체제, 항만의 노동,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한 

연결관 그리고 전체 항구관리는 상품과,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

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구운영의 중요한 요소들임

○ 항구로 또는 항구 밖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해운, 트럭 수송, 그리고 

항공화물회사들이 해운업의 공급자로 여겨짐. 내륙운송연계능력은 교통 

수단 사이에서 여행객과 화물의 운반을 허용하는  뭍-물의 경계와 연결

됨. 내륙운송연계능력은 승객과 화물의 운반 및 석유를 수송하는 파이프,

도로, 철도, 공항을 포함함

○ 해운 시스템 내에서 사람과 화물을 옮기는 배는 상업용 외양 항해용, 연

안용, 내륙용, 군사용, 유람선이 포함됨. 유람선과 같은 국제 상업은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음. 1960년대 컨테이너 수송이 도래한 이후, 배의 용적

량은 500 TEU에서 12,000 TEU 컨테이너선까지 증가하였음. 많은 컨테이

너를 운송하기 위하여, 큰 배의 크기 역시 너비 184 피트, 길이 1,300피트

까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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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그룹 개요

○ 머스크그룹은 세계적인 대기업이고 세계 약 50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

영함. 이 중 15개는 Sealand Corp 법인이고, 1999년도에 인수하였음

○ 세계최대의 해운 회사 중 하나를 소유했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물류, 소

매 및 제조 산업 분야에도 참여를 하고 있음

○ 머스크그룹은 1904년에 설립한 해운회사 Dampskibsselskabet Svendborg

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음

○ 컨테이너 운송 및 관련 활동들은 2008년 그룹 세입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

로 A.P. Moller-Maersk사의 커다란 사업 영역 중 하나임. Maersk Line,

Safmarine, Damco의 브랜드 이름 아래, 컨테이너 서비스, 물류, 터미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머스크사는 세계 최고의 해운회사 중 하나이며, 교통과 에너지 분야, 산

업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함. 머스크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

박 경영자이고 공급 선박 경영자임

○ 머스크 여객선은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

인 해안회사 여객선임. 머스크 여객선 회사는 500척 이상의 선박과 

1,900,000 TEU급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음

❏ 전시 실현성

○ 머스크사 컨테이너 선박의 이동경로를 세계지도를 통해 전시하고, 다양

한 형태와 특별한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을 전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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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선박의 위치를 추적해보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를 여행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음

❏ 주제 연관성

○ MTS는 무역에 중요한 요소이며 매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식품, 제조

상품과 같은 상품들을 실은 선박은 이 시스템으로 항해수로로 이동함

○ 머스크의 컨테이너 운송경로는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함

❏ 흥미 유발성

○ Maersk 계열사는 고객이 특별한 취급법을 필요로 하거나 특대형 화물을 

주문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대형

의 화물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음

3) 홍보․유치전략

○ 전세계 해운업을 대중에게 알리고, 독특한 형태의 화물의 실물 크기를 보

여주는 것이 필요함

<그림 6-74> .Maersk 계열사는 실속있는 20 피트 개방형, 40 피트 개방형 및

여러 가지 혼합형 등의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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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홍보효과를 기대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머스크사 컨테이너 선박의 이동경로를 세계지도를 통해 전시하고, 다양한 

형태와 특별한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을 전시할 수 있음

- 컨테이너 선박의 위치를 추적해보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

가를 여행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음

○ 전시연출 방법

- LED 지도 전시

<그림 6-75> 이동경로 LED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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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전시

<그림 6-76> 하역체험

- 축소모형전시

<그림 6-77> 컨테이너터미널 축소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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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8> 하역시스템 / 축소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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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정책분야
가. 지역연안통합관리

□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ICM) 적용․확

대 ; PEMSEA 사례

1) 개  요

❏ PEMSEA12)의 설립 목적 및 배경

○ 동아시아해역 국가간 해양생태계 보호,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협력 증진

- 동아시아해역 : 황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네시아해, 술루 셀레베스

해(인도네시아/필리핀 중간해역) 등 5개(해역면적 700만㎢)

○ 지구환경기금(GEF)이 재정을 지원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사업 관

리 및 운영. 현재 제3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09년 11월 국제적 법인격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을 갖춘 국제구기로 전환

- 제1기 (‘94~’98), 제2기(‘99~’06) 사업기간 동안 GEF에서 총 24.2백만 달

러 지원

❏ 참가국(총 14개국 : 11개 회원국, 3개 옵저버 국가)

○ 한국(‘00), 북한(’94), 일본(‘03),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동티모르

❏ 주요 프로그램

○ 연안통합관리(ICM) 시범/비교 해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12)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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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북한 남포, 인도네시아 발리, 말레이시아 클랑, 태

국 촌부리, 베트남 다낭, 한국 시화호 등 28개 해역

<그림 6-79> PEMSEA 사이트

자료: www. pemsea. org

- ‘15년까지 동아시아해역 해안선의 20%에 해당되는 지역에 ICM을 확

대․적용할 예정

<그림 6-80> ICM 해당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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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해성평가,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원

- 마닐라만, 발해만, 태국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북한 남포, 인도네시아 

발리 등 9개 해역

○ 기타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거버넌스 구축 지원, ICM 국가 정책수립 

지원,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양환경분야 파트너십 구

축 등 추진

❏ 사업추진 기본 전략 :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한 발전전략(SDS-SEA)

○ SDS-SEA 개요

* SDS-SEA :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East

Asia

- 지속가능한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02.8,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된 

실천계획 중 연안․해양분야의 이행과 관련하여 PEMSEA가 개발․채택

한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주요 내용

- 월경성 해양환경 문제 해결,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복원, 지속가능 어업 및 어족자원 보존

- 해양오염저감, 초국경적 해양보호구역 공동관리

- 육상․해상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연안․해양환경의 부정적 영향 방지

- 연안 및 해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촉진

- 연안․해양지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ICM)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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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PEMSEA 협력사업 추진경과

○ PEMSEA 회원국 가입 : ‘94. 6

○ PEMSEA와 협력양해각서 체결 (‘00.9), 시화호를 ICM 비교해역(ICM

Parallel Site)으로 지정 (’00.11)

○ 시화호 관리전략 도출 및 연안환경관리 워크숍 개최 (‘01.3, 서울)

- 시화호 공동관리 약정서 작성 및 “시화호 선언” 채택

○ 오염해역 생태계관리 트위닝(Twinning) 워크숍 한국 유치: ‘04.10

○ PEMSEA 사무국 운영비 분담약정 체결 : '06. 12

○ PEMSEA 사무국 Senior Staff(P4) 1명 진출 : ‘07. 10

○ 트위닝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 유치 : ‘08.6

○ 제4차 PEMSEA 총회(Partnership Council) 한국 개최 예정 : ‘11.7

○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 한국 개최 예정 : ‘12.7

2) 선정사유 (연안통합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세계 최고성

○ PEMSEA는 동아시아 14개국 및 17개 협력파트너 기관이 참여하는 동아

시아 최대 해양환경협력기구

<그림 6-81> 2012 EAS Congress 한국개최 수락연설 및 대회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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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화호 : ICM 비교해역)과 북한(남포 ICM시범해역)이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해양환경 프로그램

○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ICM 채택

*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Agenda 21, 제17장에서

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안국에 ICM 개발 및 시행

을 권고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 해양환경 관련 회의(예: 2010년 Global Ocean Forum)에서 

ICM이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대두

❏ 전시 실현성

○ 국토해양부는 ‘05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함께 ’PEMSEA 국

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PEMSEA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2012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가  

경남 창원(‘12.7월)에서 개최 예정

○ 여수엑스포를 PEMSEA ICM 사례 및 EAS Congress 홍보의 장으로 활

용 가능

❏ 주제 연관성 

○ 여수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관리가 기반이 되어야하므로 

ICM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는 PEMSEA의 사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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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유발성

○ 동아시아 최대 해양환경회의인 EAS Congress를 3차례 개최함으로써 해

양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에게 인지도가 높음

○ 제4차 EAS Congress 한국 개최를 통해 PEMSEA에 대한 국내 관심 증대

○ PEMSEA의 다양한 국제행사(국제회의, 워크숍, 전시회 등)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시부스 설치 및 관리 가능

<그림 6-82> 2009 EAS Congress PEMSEA 홍보 전시물

3) 홍보․유치 전략

○ 국토해양부, 국내 PEMSEA 비국가 파트너(KMI, KORDI, KEI) 등을 활

용하여 홍보 및 유치 추진

4) 기대효과

○ 국내 및 국제사회에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으

로서 연안통합관리(ICM) 홍보 

○ PEMSEA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0년 여수프로젝트 수원국(필리핀,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에게 한국의 선진해양정책 및 기술 홍보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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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특이사항

○ 예산지원

- 홍보물 제작, 전시물품 운송, 전시 관리자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에 약 

4,000만원 소요 예상

○ 전시연출

- Panel 제작, 동영상 상영,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브로셔 배치, 기념품 

제공 등

○ 고려사항

- 2012 EAS Congress에서도 PEMSEA 단독 전시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므

로 주제 및 홍보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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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광역해양생태계 보전사업 및 황해 파트너쉽

1) 개  요

○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오염 및 남획 등으로 

훼손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전 세계 64개 해역에 대해 광역해양생태

계(Large Marine Ecosystem, LME) 보전사업을 실시함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사업은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이 불가능하며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한 한국과 중국이 지구환

경기금(GEF),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제1기 사업(‘05.3～’10.6)

을 추진함

○ 제1기 사업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획득 및 종합적

인 분석에 집중하였으며 YSLME 사업 내 워킹그룹과 한․중 과학자들

의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월경성 진단분석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TDA)을 마련함

○ 황해광역생태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목표와 관리활동을 설정하

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전략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을 한․중 공동으로 마련, 이를 양 정부가 승인․서명(’09.11) 하였

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참가국별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Action Programme, NSAP)을 수립하여 제2기(‘11～’14) 및 이후(‘15～)

후속사업을 추진예정

○ 지역 내 처음으로 한․중 공동승선조사를 실시하여 한․중 데이터베이

스를 마련, 황해에 관한 해양환경자료를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 또한 황

해 파트너쉽 (Yellow Sea Partnership, YSP)을 설립하여 국․내외 이해

당사자간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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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3> 월경성진단분석(좌), 지역전략계획(우)

○ 현재는 한국, 중국, 북한 및 YSLME 사무국이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YSLME 제2기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구축

- 한․중 지역전략계획(SAP)의 수립 및 북한의 참여

․한․중 양국 간에는 정치, 사회, 경제발전 속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가치기준, 환경정책, 해양환경 관리 여건, YSLME 사업에 대한 입장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격차 속에서도 해당사업은 양국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

축하여 사업을 이행하고 현실적인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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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전략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을 한․중이 설

립하고 이를 양국가가 승인하며 해당 지역전략계획를 이행하기 위하

여 참가국이 별도로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Action Programme,

NSAP)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림 6-84> 한․중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YSLME 워크숍

․'황해공동승선조사‘에서 지역최초로 황해를 조사하기 위한 협력이 이

루어졌으며 조사를 통해 획득된 모든 데이터와 정보는 양국이 공유하

였음

<그림 6-85> 황해공동승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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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그 해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임. 북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YSLME 사무국장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북한이 

YSLME 사업에 참여하며, 국가수로국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MA)을 국가협력창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음. 또한 2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업

에 참여국으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승인서(endorsement letter) 역시 

사무국에 제출하였음(‘10.06)

․현재까지 북한은 옵저버 형태로 YSLME 다수의 회의에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북한을 위한 역량강화워크숍

이 개최된바 있음 

․‘해양환경’이라는 보편적인 공통사안을 매개로 하여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낸 지역차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임 

<그림 6-86> 한․중, 북한 및 GEF 관계자참가로 이루

어진 지역전략계획 승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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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파트너쉽(Yellow Sea Partnership, YSP) 구축

․황해보전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중 인식증진을 도모하

기 위하여 황해 파트너쉽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이 협

력 및 조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황해보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활동들을 

이행함 

․황해파트너쉽에는 과학연구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국제기구, 민

간, 지역협의회 등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

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

구(PEMSEA), 한국해양연구원, 베이징 지구촌환경 교육센터(Global

Village of Beijing), 중국, 홍콩, 일본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새와 생명의 터 등 2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가하여 멤버쉽 자격을 가지고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황해문제와 현황에 대한 정보, 환경문제가 지역 및 

지구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모니터링 활동, 환경보전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전시, 캠페

인, 현장학습,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멤버들과 함께 추진해가고 있음 

․지역 단체 및 기관, NGO들을 대상으로 매년 소액사업 (Small Grant)

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교

육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켰음 

․한 국가에 국한된 환경보전 노력이 아닌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이 협력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음

- YSLME 지역협의체(Commission) 설립 

․지역전략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을 실행하고 지역협

력 조정기능의 개선 및 사업 실효성증진 등의 목적으로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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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기반의 기구이며 자율적인 기구이기는 하나,

YSLME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참가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참가국 간의 공동성명서 또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지역협의체는 설립은 참가국의 공여로 자립적으로 설립된다는 점과 

영속적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도모한다는데 큰 의의를 가짐 

❏ 전시 실현성

○ 포스터, 영상시설(비디오) 및 출판물 및 분기별 뉴스레터 등의 홍보 제

작물을 전시할 예정임

○ 홍보부스의 벽 또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포스터를 전시하며 각종 출판물

과 전단은 테이블 위에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임. 영상시설

은 LCD 프로젝터와 스크린, 또는 TV를 이용하여 상영가능

○ 재정 여부에 따라 YSLME 1기 사업동안 개발된 ‘복합다종양식

(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IMTA)’와 ‘초고밀도 친환경 새

우양식’에 대한 모델 역시 전시 예정임 

* 구체적인 전략 제안서는 추후에 제출 되어질 예정

❏ 주제 연관성

○ YSLME 사업은 APEC 지역 내 LME 사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 

(APEC-LME Report, 2009)되었으며 이는 Ocean and Coast Best

Practice Area라는 여수세계박람회 OCBPA의 주제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음

○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 개념은 세계어획량의 

95%가 산출되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연안 해역이 각종 개발과 산업 및 

생활폐수의 유입, 남획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나, 국가 간 책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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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애매하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통합관리를 

위해 제기된 개념이며 이를 위해 생태적으로 연관된 일정 범위의 해역

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

이고 유기적으로 다루는 것임

○ 1986년 Dr. Kenneth Sherman 제안에 따라 국제적 개념이 정립되어,

LME가 해양환경 관리수단(Mechanism)의 표준/기술로 인식 확산되었음

○ 전 세계 해역이 64개 LME로 구분되어, 90년대 이후부터 지역적으로 이

해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LME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고  지구환경기금

(GEF)은 LME를 국제물관리(Int'l Water Management) 정책의 하나로서 

재정지원하는 주요사업의 하나로 관리 및 지원함

○ APEC 역내에는 총 27개 LME 존재, 이중 YSLME를 포함하여 7개 LME

사업에 대한 지구환경기금(GEF)이 재정을 지원받고 있음

○ 미국해양대기청(NOAA), LME 개념 창시자인 Dr. Kenneth Sherman은 

YSLME 사업은 LME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계의 우

수사례로 여길 수 있다고 평가했음. 많은 LME 사업들이 아시아, 아프리

카, 남아메리카, 동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YSLME 사업은 월경성진

단분석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TDA), 지역전략계획

(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점에

서 GEF가 지원하는 17개 LME 사업 중 최고의 사례라고 언급함

○ IUCN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져 YSLME 사업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

여 관리계획이 수립하였고, 생태계서비스기능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생태계부양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는 접근방식인 생태

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이 

어획노력량 30%를 감축하고 수질오염 없이 양식기술을 개선시키는 등

의 자원회복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냄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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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은 GEF/IW: LEAR 회의에서 소개되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의회에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YSLME 사업

기간동안 개발된 기술 및 지식,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어야 함을 언급함 

❏ 흥미 유발성

○ YSLME 사업은 지역 단체 및 기관, NGO들을 대상으로 매년 소액사업

(Small Grant)을 마련하여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소액사업은 주로 시민 모니터링 활동, 각종연구사업, 환경보전과 생물다

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소액사

업의 활동과 성과 소개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그림 6-87> 지역기관 및 NGO 소액사업 활동

3) 홍보․유치 전략

○ 전시 및 연출 구상 부분 및 지원에 대해서는 여수세계박람회 OCBPA과

와 YSLME 사무국간의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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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해양 및 연안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증진

○ 보전활동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NGO, 과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

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

○ 유관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사업간 중복을 피함. 또한, 사업기간동안 

얻은 교훈 활용

5) 고려ㆍ특이사항

❏ 예산관련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초청장에 명시된 것처럼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전시연출

○ 전시면적 : 27m2 (9m × 3m)

○ 전시형태 : 모형 및 사진

○ 전시품 크기 : 180m × 90m × 9개

○ 시공방법 : 자체기술진

○ 관계자 전시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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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PAP

1) 개  요

○ NOWPAP 국가들에 의해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적용된 협력적인 접근법

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NOWPAP 지역활동센터에서의 수많은 성과와 유류 유출사고 대비와 관

련된 중요한 성과,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시될 계획임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NOWPAP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하였고, 해양 환경 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되고 있음. UN환경개발의 지역 해양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NOWPAP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이 참여하며, 4개 지

역활동센터(RACs)를 운영하고 있음. 각각의 지역활동센터는 NOWPAP의 

관할지역 내 해양환경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수행함. 유류

유출사고 대비 및 대응책과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NOWPAP의 활

동들은 UN환경개발과 IMO가 인정하였으며, 전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음. 예를 들어, 2011년 3월 해양쓰레기관리와 관련된 NOWPAP의 성

과가 제5차 국제 Marine Debris Conference에서 발표될 계획임.

NOWPAP 방제긴급계획은 남아시아해양프로그램에서 활용되었음

❏ 전시 실현성

○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고 해양환경, 어업, 레저산업,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서, 2008년 NOWPAP 회원국들은 NOWPAP Marine Litter

Activity(MALITA)의 성공적인 성과 이후 해양쓰레기에 대한 NOWPAP 지

역실천계획(RAP MALI)을 승인하였음.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NO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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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해양쓰레기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전시를 

통해 해안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해변 방문객에게 영향을 끼치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시선을 끌 수 있음. NOWPAP RACs에서 

발행된 몇몇 기술 보고서와 팜플릿에 실린 실제사례(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조사, 해양쓰레기 예방, 수집,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기술 등)

역시 소개될 계획임

○ 2007년 12월 7일, 서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유류 유출사고 중 하나로 

10,500톤의 원유가 바다로 방출되었음. 이 때 NOWPAP 방제긴급계획

(RCP)은 활성화되었음. RCP와 함께, NOWPAP 회원국들은 기름흡착제

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하여 협력하였음. 남아시아해양프

로그램에서 실제적으로 NOWPAP RCP를 활용하였음. 유류유출사고 대

비 및 대응책과 관련한 많은 지침과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 활용될 것임

❏ 주제 연관성

○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지향적인 활동”은 NOWPAP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실행할 많은 

활동들과 부합하고 있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류유출과 같은 다른 환

경문제와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는 RAP MALI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

되고 있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NOWPAP의 활동들

은 NOWPAP 회원국의 지원으로 서해의 살아있는 바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 흥미 유발성

○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극적인 이미지를 통해 어

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음. 예를 들면 아름다운 해안가

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 해안에서 수백 kg의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모습, 유출된 기름이 바다 수km를 뒤덮고 있는 모습, 유출된 기

름에 오염된 바다새와 동물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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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와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NOWPAP의 활동들은 국내는 물

론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일반대중의 흥미 거리임. 이미지 외에 전자 디스

플레이, 출판물, 교육 자료도 제공될 예정.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전세계 

및 지역 자료들은 해안가로 밀려가고 바다에 축적되는 쓰레기의 증가되

는 양을 보여줌.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호 사고를 포함한 유류유출사고 

자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3) 홍보․유치 전략

○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아래 대중의 흥미

를 파악하는 것임. 해양쓰레기 관리와 함께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 

NOWPAP이 제공할 정보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 것이며 특히 2007년 발

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잊지 못하는 내국민에게 효과적인 홍보

가 될 것임. 전 세계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는 인간의 건강과 경제,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

음. 최첨단 장비로 전시됨으로써 NOWPAP 전시는 대중의 흥미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임. NOWPAP 활동에 대

한 전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다루는 지역의 노력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을 증진시킬 것임

4) 기대효과

○ NOWPAP의 성과와 최근활동들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정확히 일

치함. 위에서 설명된 두 개의 주제는 해양 환경과 관련된 대중 인식증

진을 포함한 대중의 관심 및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 증가에 기여

할 것임. 한국을 포함한 NOWPAP 회원국에 의해 진행된 최우수사례는 

전 세계에서 두루 활용될 것임.

5) 고려ㆍ특이사항

❏ 예산관련

○ NOWPAP에 대한 재정은 회원국들이 NOWPAP 신탁기금에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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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형식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NOWPAP 재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의 재정 지원은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

한 전시와 인적 자원에 필요함.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해양쓰레기 관리와 유류유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NOWPAP의 활동들

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 것임.

- UN환경계획의 지역해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 해양과 연안 환경

을 보호하는 NOWPAP의 목적 및 역할 

- 유류유출사고의 대비와 대응책, 해양쓰레기 재활용, 적조현상, 해양 환

경평가, 통합적인해안관리, 해양보호지역, 외래종과 관련된 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성과

○ 전시연출 방법

- 전자 디스플레이, 출판물, 교육 자료 등이 제공될 예정임.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국제 및 지역의 자료들은 해안가로 밀려가고 바다에 축적되는 

쓰레기가 증가되는 양을 보여줌.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지역의 자료들은 대중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전시는 다양한 이미지와 시청각요소,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할 것임

- 전자기기 활용 : 관객을 끌기 위해, 짧은 영상을 상영하기 위한 평면 TV

나 디지털 전시, 조명을 이용한 전시가 필요함. 필요한 전자기기 목록은 

추후 논의 예정

❏ 기타사항

○ 해양정책 분야에 함께 전시할 YSLME 및 PEMSEA와 회의를 통해 자세

한 전시 계획 및 아이디어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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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보호구역

1) 개  요

○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

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임

○ 해양보호구역의 형태는 지구, 국가, 지역 차원에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의 경험, 이러한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

회적, 경제적 편익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나타날 수 

있음

○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해양보호구역을 「바다․조간대․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

에 의해 보전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절

대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6개 구역으로 분류함

구    역 내   용

절대보호구역(Ⅰ지역)
학술연구(Ia)와 야생보호(Ib)를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역

구역

국립공원구역(Ⅱ구역) 생태계 보존과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관리되는 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Ⅲ구역)
특정한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구역

서식지 및 종 관리구

역(Ⅳ구역)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존되는 

구역

경관보호지역(Ⅴ구역) 육상과 해양경관의 보전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보호구역

자원보호구역(Ⅵ구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리되는 구역

<표 6-4> IUCN의 해양보호구역 분류

자료 : IUCN MPA 홈페이지(http://www.iuc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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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 해양보호구역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보금

자리’이자, 각종 수산물을 제공하는 ‘식량공급원’의 역할과 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는 ‘자연방파제’이자 ‘생태관광지’로서

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전, 해양보호

구역 관리사업 지원, 생태관광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12개 지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3개 지역

이 지정 추진 중에 있음. 순천만 습지의 경우 세계 5대 습지 중의 하나

로 국내에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보호구역면적은 28㎢에 

달함. 또한 세계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되어 있고, 연안 동식물의 보고라 

할 수 있음

<그림 6-88> 국내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KOEM MP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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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9> 순천만의 습지(KOEM MPA Center)

○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속

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13158호(2000년)에 근거하여 연방정

부, 주정부, 부족, 지역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해양 및 하구환경

의 모든 지역을 의미함

○ 미국 해양보호구역센터(MPA Center)는 해양보호구역의 계획수립과 관

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기반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령 13158호에 의거하여 설립됨. 즉,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협력과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의 협력

을 위한 국가적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볼 수 있음. 현재 미국 전역에는 

14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산호는 광합성작용을 통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고 산소를 만들어내며. 산호초의 단위면적당 광합성능력은 열대우림보

다도 뛰어남. 지구상에서 60만km²의 넓이를 차지하는 산호초는 사람들

이 인위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0 %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호초 지역은 4,000여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100만종 

이상의 무척추동물과 조류(식물)가 산호초와 연계하여 살아가는 종 다양

성의 보고 임. 또한 10만km에 달하는 지구상의 산호초는 전 세계 해안

선의 15%를 보호하는 방파제역할을 하기도 하여, 산호초는 연간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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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의 경제적, 생태학적 가치를 제공함(Robert Costanza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 미국 국가해양보호구역 14개 지역 중 5개 지역(Fagatele Bay, Florida

Keys, Flower Garden Banks, Gray's Reef, Hawaiian Islands Humpback

Whale National Marine Sanctuary)이 coral reef와 관련이 있고, 플로리

다주의 경우 연간 850만 명에 달하는  스쿠버다이빙 인구가 휴가철에 

산호초를 방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림

<그림 6-90> Florida Keys(http://www.visitusa.com/floridakeys/)

○ 갈라파고스제도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領) 제도 16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음. 생물은 고유종(固有種)이 많으며, 1835년 영국

의 생물학자인 C.다윈이 비글호(號)로 이 제도를 탐험한 이래, 그 독특

한 생물상이 널리 알려졌음. 체중 200kg에 달하는 코끼리거북, 몸길이 

1.5m에 달하는 바다이구아나(바다도마뱀)․뭍이구아나(뭍도마뱀) 등의 

파충류, 날개가 퇴화한 코바네우, 육지 갈라파고스 펭귄, 다윈핀치 등의 

조류, 목본성(木本性) 국화과 식물 스칼레시아류(類), 기타 고유 동식물 

등이 풍부함. 이런 생물들이 다윈에게 진화론의 착상 동기를 주었다고 

하며, 오늘날 이곳을 ‘생물진화의 야외실험장’이라고도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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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1> 갈라파고스 제도

<그림 6-92> 코끼리거북

○ 20세기 초까지는 동물을 마구잡이로 잡아 코끼리거북의 경우 멸종상태

에 이르렀으나, 1934년 이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유생물들을 

보존하고 있음.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의 면적은 13만 8천㎢로 세계

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지역임. 1998년 보호지역 내 상업적 어업이 금지

되면서 생태계 복원이 진행됨. 찰스 다윈 재단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

지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보전 상태와 수산자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

가함으로써 관리와 보전에 대한 과학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 갈라파고

스 해양보호지역은 환경 보전과 병행하는 생태관광을 개발하는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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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구역으로, 남획으로 인

해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거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하고 있음.

또한 다윈재단의 설립으로 환경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면에서 우

수사례라고 판단 됨. 또한 1999년에서 2004년에 걸쳐 성공적인 보존에 

대한 4차례 수상을 함

❏ 전시 실현성

○ 남획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에 대한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

역의 우수한 관리법과 관리절차 등의 소개와 이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상영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국가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

❏ 주제 연관성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 및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올

바르게 규명되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함

으로써 해양 및 연안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치를 유지하

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 또한 1992년 의제21과 생물종다양성협약

(CBD)이 채택되고, 1995년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

지구실천계획(GPA)’ 등이 마련되면서 해양환경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

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임

❏ 흥미 유발성

○ 고유 동식물 등이 풍부하여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미친 지역이라 대

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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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유치전략

○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다윈의 진화론을 화두로 진화론의 영향을 미친 

지역인 갈라파고스에 대한 브로셔를 제작하여 홍보

○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하철, 각 도시의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 홍보

4) 기대효과

○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자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배우고, 태평양 및 다른 지역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

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찰스다윈재단에서 실시한 갈라파고스 보호 지역의 보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해양 조사나 모델링처럼 매우 전문적이기 때

문에, 공동 연구를 위한 연구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른 

지역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은 환경 보전과 병행하는 생태관광을 개발의 

좋은 모델인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의 소개

-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보전 상태와 수산자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리와 보전에 대한 과학적 기초 자료

○ 전시연출 방법

- 13만 8천㎢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지역이며 다양한 종류의 상

어, 부어(바다 표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어류; 정어리, 고등어, 가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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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 바다사자, 펭귄 등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갈라파고스 해양보

호지역을 그래픽패널과 영상으로 전시

- 환경보전과 함께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

의 비전을 그래픽패널로 전시

○ 전시연출 예시

<그림 6-93> 영상시스템과 그래픽 패널

다. 수족관 및 박물관
□ 대중을 위한 해양, 수산과학기술 교육의 산실 아쿠아리움 

1) 개요

○ 1800년 대 전반에 걸친 산업혁명 이후,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유럽

의 기존 사회인프라구조를 변화시켜 일반대중들도 내륙에서 멀리 떨어

진 해안지방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1850년대에는 호사가들의 취

미와 장식을 위한 개인 아쿠아리움(수조)이 등장하게 되었음

○ 이후 1800년대 말에는 일반 대중에게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해결해 주

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공공 아쿠아리움이 건립되었음. 특히, 모

나코 국왕 알버트 1세에 의해 1899년 탄생한 모나코 해양박물관의 아쿠

아리움은 그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해양관련 과학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화학 등 연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능을 하여 근대 아쿠아리움의 효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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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에 들어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기능을 중시한 많은 해

양생물 관련 전시장 곧 아쿠아리움 들이 건립되어, 해양 생물자원에 대

한 인식 변화와 해양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에 관한 

자연과학과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공공 해양 교육기관으로서의 아쿠아

리움들이 등장하게 되었음

○ 1960년대 초반에서 1980년 후반에 걸친 약 30년간 아콰렁(장시간 스쿠버

다이빙을 가능하게 한 휴대용 산소통)의 발명자이며 세계적 해양탐사 

개척자인 쿠스토선장이 관장직을 수행했던 모나코 아쿠아리움은 명실 

공히 해양교육의 산실로서 아쿠아리움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

표가 되었음

○ 이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베이 아쿠아리움(1984), 일본의 가사이 임해수

족원(1989년), 프랑스의 노지카 국립해양센터(1991년)등 아쿠아리움들은 

종의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교육 등 21세기, 대중을 위한 해양보존 교

육의 산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음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21세기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생태계와 해

양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구의 70% 이상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역할은 경제를 넘어 지구 전 생태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에서의 대중을 위한 해양교육의 역할은 중대하며, 그와 함께 모나코 아

쿠아리움 이후 100여년 이상 해양과학 및 산교육 현장이 되어 온 ‘아쿠

아리움’의 선정은 OCBPA로서 당연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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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실현성

○ 대륙 별 대표적 아쿠아리움을 선정하여, 모형과 영상 등을 통하여 활동 

내역을 소개하며 21세기 대중의 해양교육을 위한 아쿠아리움의 역할 확

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주제 연관성

○ 해양 관련 여수세계박람회 전시 주제로서 과거 공상 과학 소설이었던 

‘해저 2만리’와 같이 어린이에게 꿈을!, 어른들에게는 바다의 자원이 무

한하지 않으며 관리하는 바다만이 풍족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연의 생태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적합성이 높은 편이며 여수세계박람회와는 잘 맞는 전시 아이템으로 생

각됨

❏ 흥미 유발성

○ 국공립 아쿠아리움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국의 아쿠아리움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건립될 한국형 국공립 아쿠아

리움의 중요한 좌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홍보․유치 전략

○ 대중을 위한 해양보존 교육의 산실로서 친환경적 아쿠아리움 건설 과정

과 세부 기술을 소개하면서 여수 세박의 조화로움과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음

4) 기대효과

○ 국제적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한 아이템으로써도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201－

5) 고려ㆍ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대륙 별 대표 아쿠아리움 소개 

- 21세기 대중의 해양교육을 위한 아쿠아리움의 역할

○ 전시연출 내용

- 노지카 국립해양센터(프랑스), 몬터레이베이(미국), Tokyo Sea Life Park

(일본) 등 세계적 아쿠아리움을 영상과 그래픽패널로 전시

○ 전시연출 방법

<그림 6-94> 영상시스템 및 그래픽 패널

❏ 기타사항

- Nausicaa 프랑스 국립 해양관

․Tel: 33 3 21 30 99 99 Fax: 33 3 21 30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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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usicaa.fr

- World Ocean Network

․Tel : 33 (0) 3 21 30 99 93

․www.worldoceannetwork.org

- Monterey Bay Aquarium(미국)

․Tel : (831) 648-4888

․www.montereybayaquarium.org

- Tokyo Sea Life Park(일본)

․Te : 03-3869-5152

․www.tokyo-zoo.net

- Océanopolis Port de Plaisance du Moulin Blanc

․Tel : 02 98 34 40 40

․www.oceanopolis.com

- Les aquariums du centre

․Tel : (+33) 01 44 32 10 70

․www.oceano.org



－ 203－

○ 관련사진자료

<그림 6-95> 노지카, 프랑스 국립해양관

<그림 6-96> 몬터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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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7> Tokyo Sea Life Park; 가사이 임해수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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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탐사선

1) 개  요

○ 씨-오비터(Sea Orbiter)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다 나은 이해와 보존을 

위한 혁신적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춘 새로운 연구 플랫폼임

○ 씨-오비터는 장기간 바다 속에서 해양학, 생물학, 기후학적 변수를 관찰

하고 모니터링하는 탐사선으로, 과학자들이 바다 속에서 원활히 탐사할 

수 있는 가압모듈을 제공함으로써 항공우주국의 훈련용 아날로그로써의 

기능도 함

○ 지속가능한 접근법으로, 바다와 관계된 교육 및 통신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서 혁신적인 기술

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해양탐사기술의 무대임

○ 일반적으로 바다의 중요성, 과학연구 및 해양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혁신기술을 통해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인류문명사에서 지구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수많은 탐사활

동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중세계를 통한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해

양탐사영역의 개발은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 중 하나임

○ 씨-오비터는 거주형 전자동 반잠수 부유탐사선임

- 씨-오비터는 전고 37m의 반잠수정으로 하부15.5m가 해수면 아래로 잠

겨 운행

- 원격탐사위성과 연계하여 제반 해양관측 및 해양음향학 기기장비를 갖

추고 16명의 탐사원이 탑승 : 탐사원 10명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6인은 기압조절 상태에서 탐사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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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오비터의 운행연한은 15년임

❏ 특성

○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정확한 조사정점에서 위치유지

○ 절대소음유지(음향측정), 절대안정(CO2 측정)

○ 해중 및 선상탐사의 용이함

○ 장기해양탐사가능(3–6 개월)

❏ 탐사계획 및 임무

○ 씨-오비터의 최초 2년간의 해양탐사계획은 지구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

으로 일주하며 임무를 수행함

○ 탐사계획의 기술적 특성

- 부유 거주공간기능 확립 

- 해양과 우주탐사의 유사성 연구 및 상호보완

○ 탐사계획의 과학적 특성

-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연구, 기체교환연구, 원격탐사자료의 

보정

- 오염감시 : 대기오염원의 생체 내 축적과정 연구

- 생물다양성 : 수산자원량측정, 생물집합현상 연구

- 해중공간의 인간활동 : 우주공간과 비교, 장기체류로 인한 생리학 및 심

리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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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특성

- 탐사활동 및 기술적 도전을 통해 청소년의 해양에 대한 과학지식의 폭

을 넓힘

- 기록에 도전 : 해류를 이용한 최초의 세계일주 및 최장 해저생활시도

- 탐사 계획 : 해저산맥, 수심 600m의 생물집합체, 심해바이러스채취

❏ 참여 기관

○ 공공기관 : NOAA, NASA , Marine Nationale Française

○ 연구조직 :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USA,

Far Sea Fisheries Institute JAPAN,

Intitut de Recherche et de Développement France...

○ 국제기구 : UNESCO

○ 기업 : Comex(France), Marintek (Groupe Sintef, Norway)

○ 대중매체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Discovery Channel

○ 대중교육 :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Centre National de la Mer Nausicaa (France),

Monterey Bay Aquarium (USA),

❏ 관련 기관

○ 기관명 : FOUNDATION JACQUES ROUGURIE

○ 담당부서 : SeaOrb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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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Dr Ariel Fuchs

○ 전화 : + 33 1 42 66 53 37

○ www.seaorbiter.com

2) 선정사유

❏ 세계 최고성

○ 씨-오비터 해양탐사계획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역동적 기술

혁신의 결정체로 차세대 해양탐사선을 탄생시켜, 지난 수세기에 걸쳐 

수행된 모든 해양탐사활동에 필적하는 새로운 해양탐사의 장을 열어 해

양연구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것임

❏ 전시 실현성

○ 씨-오비터 최초 구상단계에서 건조단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홍보 및 전시물들을 제작하였음

❏ 주제 연관성

○ 차세대, 신개념의 해양탐사선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 및 해양환경 보전

에 대한 대중교육을 수행함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에 잘 부합함

❏ 흥미 유발성 

○ 창의적․예술적인 수려한 외관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내부에 갖춰진 첨

단 분석 기기장비 및 실시간 영상통신 기기장비 전시로 흥미 극대화

3) 홍보․유치 전략

○ 씨-오비터는 장기간의 건조과정에 따라 실체가 이미 외부로 드러나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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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활동홍보 : 인터넷, 신문, 방송, 영화 등 각종 대중매체 활용

- 전시회 개최 : 박물관, 아쿠아리움, 해양수산관련기관

4) 기대효과

○ 여수세계박람회의 국제적 홍보효과 

5) 고려․특이사항

❏ 전시연출

○ 전시연출 내용

- 기존 홍보물 및 전시물 활용

- 내부에 갖춘 첨단 분석 기기장비 및 실시간의 영상통신기 장비 전시

○ 전시연출 방법

- 씨-오비터는 전고 37m의 반잠수정으로 하부15.5m로, 크기를 고려하여 

실내 전시공간에 실물전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개폐형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이 외부의 형태와 내부의 첨단장비

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 

- 최초구상단계에서부터 건조단계에 이르는 제조과정을 영상물과 그래픽

패널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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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연출 예시

<그림 6-98> 제조과정 영상물, 그래픽패널

<그림 6-99> 개폐형 축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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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관련사진

<그림 6-100> 씨-오비터 모식도

<그림 6-101> 씨-오비터 구조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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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및 보완 사례
<표 6-5> 추가 및 보완 사례 목록

○ 플랑크톤 연속 기록기 (Continuos Plankton Recorder)

○ 노르웨이 StatOil의 CCS 연계 가스전개발

○ 해양온도차발전 (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 현대중공업 친환경선박 건조

○ 호주 해사청 (AMSA) 및 한국 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 관리

○ 한진해운의 The Green Alliance

○ STX 유럽 얼루어

○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Royal Caribbean Cruises)

○ 유럽통합해양정책(Europe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 범유럽해양오염규제기구(OSPAR)

○ 사토우미 (Sato-Umi)

○ 국제지속가능수산물협회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lity

Foundation : ISSF)

○ 해양관리협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 참식양식 일본 긴키대학교 수산연구소

○ 마다가스카르의 새우산업

○ 마다가스카르의 해삼산업

○ 흑해교육 키트

□ 플랑크톤 연속 기록기 (Continuos Plankton Recorder)

○ 플랑크톤 연속 기록기 (Continuos Plankton Recorder)는 현재 영국, 플

리머스(Plymouth)에 위치하고 있는 SAHFOS(Sir Alister Hardy

Foundation for Ocean Science)가 운영하고 있으며 북대서양과 북해의 

플랑크톤 생태와 생물지리에 대한 자료를 1931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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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니터링 프로그램이며 해양환경 및 기후지표에 대하여 광범위한 데

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음. 해당 데이터와 자료는 해양과학자와 정책입안

자들에게 유해적조, 오염, 기후변화, 수산 등과 같은 해양관리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CPR의 장점은 멀리 떨어진 해양에 대한 자료들을 무역선을 이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75년 동안 자료획득에 대한 방법

과 분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조사활동이 연구자,

민간분야, NGO, 정부기관 등과 함께 이루어져 수산, 생물다양성, 유해적

조, 전략적 환경평가, 오염물질, 부영양화 같은 자료획득과 분석에 사용

되어졌다는 것임.

○ CPR을 통해, 북대서양 지역에 플랑크톤 구성, 양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어종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플랑크톤의 변화 역시 관찰되었음.

○ 현재까지, CPR 조사에 참가한 국가나 기관은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유럽

연합(EU), 정부간해양학 위원회 (IOC), 기니만 LME (Gulf of Guinea

LME), Benuela Current LME 프로그램 등이 있음.

○ 한 때, 1989년 CPR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SAHFOS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12개 국가 이외에도 유럽연합(EU) 및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등의 

협력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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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StatOil의 CCS13)연계 가스전개발

○ 최근에 이르러 인류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과 

기상이변들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빈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IPCC14)는 1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제2차 기후변화보고서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 SAR)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CO2, CH4, N2O, 기타 할로겐화 탄소화합물을 지목했음. 이 들 중에 기

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로 보고되어짐.

○ IPCC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약이나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유엔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

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채택하여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 선진국(Annex I)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음.

○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임. 사실, 대기 중에 CO2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규에너지를 찾는 것이지만 이

러한 기술개발에는 시간적․기술적인 한계가 동반되므로 발생된 이산화

탄소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CCS) 등장하게 되었음.

○ 현실적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대응기술은 CCS가 유일하며 화선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적 대안임.

13) Carbon Capture and Storage
1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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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기 전에 대량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

장하거나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며 포집, 수송, 저장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그림 6-102> CCS 과정

○ 현재 다수의 시험적 또는 상업적인 CCS 계획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

나 향후 진행예정이며 노르웨이는 CCS기술 개발과 발전에 선두적인 입

지를 구축하고 있음.

○ Statoil은 1972년 설립, 유럽전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노르웨이 

석유 전문업체임. 그러나 국제시장 정세와 기후변화 시장의 중요성을 깨

닫고 CCS 사업에 착수, 1996년부터 북해지역에서 슬라이프너 (Sleipner)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노르웨이 지역에서는 스노빗(Snohvit)

프로젝트, 알제리 인살라 (In Salah)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슬라이프너 (Sleipner) 프로젝트는 1995년 노르웨이에서, IEA 온실가스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염수대수층의 이산화탄소 저

장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된 최초의 상업적 프로젝트임. 슬

라이프너 서쪽 가스전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북해 해양 800m 염

대수층에 주입하고 있음.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은 1996년 10월에 시작되

어 총 20백만 톤이 저장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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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인살라 (In Salah) 프로젝트는 소나트래치(Sonnatrach), 브리티시

페트롤륨(BP), 스탯오일(Statoil)이 참여한 알제리의 사하란(Saharan)지역

의 세계 최초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임. 인살라 크레치바

(Krechba)가스전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천연가스를 생산, 이산화탄

소를 처리 및 분리, 유럽의 시장으로 수송하며 1,800m 사암 저류암에 

이산화탄소를 재주입하며 총 17백만 톤을 지중저장 할 계획임.

○ 스노빗(Snohvit)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바렌츠 해(Barent Sea)의 최초 상

업용 프로젝트이며 가스로부터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전 하부의 해

양저 심부염대수층에 주입하고 매년 700,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

집 및 저장할 수 있음.

<그림 6-103> 스탯오일 (Statoil)의 CCS사업

▪ 참고자료 

- http://www.statoil.com/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사업단,

2008

□ 해양온도차발전 (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 해양온도차 발전(OTEC)을 위한 해수 열에너지는 위도1o×경도1o마다 

1.5×1011에서 3.5×1011GWh/년의 온도차 에너지로 부존하고 있어 거의 

청정한 무한에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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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온도차 발전이란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 차가운 심층 냉수와 따

뜻한 표층 온수의 온도차로부터 저온비등매체(냉매)를 이용하여 발전하

는 방식임.

○ 원리 : OTEC 발전시스템의 원리는 일반 발전소의 가동원리와 같음. 바

다표층의 온수와 심층냉수 간 온도 차이를 이용해 비등점이 낮은 액체

를 증발, 냉각시킨 뒤 그 압력차를 이용해 터빈(Turbine)을 구동시켜 전

력을 생산하는 방식

○ 시스템 종류

- 폐회로 사이클 시스템(Closed Loop Cycle System) : 표면온수를 사용하

여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암모니아나 프로필렌 등과 같은 작동유체를 

증발시켜 터빈 발전기(Turbine Generator)를 구동시키는 방법임. 바다표

층의 온수는 작동유체 시스템에 유입되어 열교환기를 통하여 열전달이 

일어나며 이때 비등을 통해 작동증기가 생성되고 생성된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임. 터빈을 나온 증기는 해저로부터 끌

어올린 심층냉수에 의하여 응축기에서 응축액으로 바뀌어 재순환 활용됨

- 개회로 사이클 시스템(Open Loop Cycle System) : 해양표면온수를 작동

유체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임. 표면온수는 펌프로 증발기에 유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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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는 진공펌프로 압력을 낮추어 온수가 상온에서 비등하게 되면,

생성된 증기로 저압터빈을 구동시켜 전력을 생산함. 터빈을 나온 증기

는 심해에서 펌프로 상승된 심층 냉수로 열교환기에서 응축되어 부산물

로 담수를 얻게 됨

- 혼합 사이클 시스템(Hybrid Cycle System) :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폐회로와 개회로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열원을 최대로 사

용하도록 설계하여 전력과 담수를 동시에 얻게 하는 방법임.

○ 구조형식

설치 장소

육상 설치형

배관 취수형

터널 취수형

해상 부유형

해중 잠수형

반잠수형

착저형

해상 설치형

- 육상 설치형 : 육지 또는 얕은 바닷가에 설치되며, 구조물과 설치방법이 

간단하고 설치비용이 적게 들지만 해저에서 플랜트까지 연결되는 흡입 

냉수관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재료비와 펌핑 동력이 증가함. 그러나 해

상 설치형보다 안정성이 있고, 해저케이블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음.

- 해상 설치형 : 구조체의 외관에 따라 해상부유형, 해중잠수형, 반잠수형,

착저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체형이나 Barge 등이 사용되며, 해중잠수

형은 바람이나 파랑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형태임. 반잠수형은 

해상부유형과 해중잠수형의 장점만을 살리기 위해 제안된 구조 형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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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저형은 부유식 구조체에서 발생 가능한 냉배수관의 손상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심이 증가할수록 시공성과 공사비 면에서 다른 

형식에 비해 불리함.

○ OTEC은 해양에 무궁무진하게 부존하는 청정한 자연에너지의 산업화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며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

력 영구적 생산 기술의 해양 신산업 창출이 가능함. 또한, 주․야 구별 없

이 전력생산이 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계절적인 변동을 사전에 감

안해 계획적인 발전이 가능한 우수한 에너지원임. 그 외에도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냉수를 사용하여 온도차 발전 뿐만 아니라 신 어장 환경 조성

과 해상 수산 양식의 활성화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해외사례

- 프랑스의 d'Arsonal(1881)이 해양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

기를 얻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한 후, 세계 여러 곳에서 현장 실험

을 통해 온도차 발전 운영을 현실화하고 있음(Ikegami and Uehara,

1994; Vega, 1995)

- 대부분의 미국 해양온도차발전(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실험과 연구는 하와이의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NELHA)를 중심으로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에너지성 그리고 

민간기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음

- 1979년 하와이 주정부는 50kW급 Mini-OTEC(Closed Cycle)을 3개월간 

성공적으로 가동

- 미 해군은 현재 인도양상의 Diego Garcia섬 기지에 용수와 전력을 동시

에 공급할 수 있는 8MW급 OTEC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Sea

Solar Power사는 괌섬에 10MW급 OTEC Pilot 플랜트를 역시 계획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1974년 OTEC을 중심으로 한 Sunshine Project라는 대체에

너지 개발 연구팀을 조직하였으며, Saga 대학은 1977년 1kW급 실험용 

플랜트 제작에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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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 전력은 1981년 나우루섬에서 120kW급 OTEC, Kyushu 전력은 1982

년 도쿠노시마섬에서 50kW급 OTEC 가동에 각각 성공

- 일본 Saga 대학은 1985년 75kW급 실험용 OTEC 플랜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997년 1MW급 해상 부유식 OTEC 설비 건설을 위한 기

술 협약을 인도 국립 해양기술 연구소와 체결

- 프랑스는 남태평양 타이티섬에 5MW급 온도차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며, 네

덜란드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250kW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핀란드와 스페인은 공동으로 저온도차 OTEC 시스템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

치개발을 추진중이며, 자메이카에도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인도의 국립 해양기술연구소(NIOT)는 마드라스주에 1MW급 OTEC 플랜

트를 2001년 준공하고 17℃ 온도차로 발전시설을 시험 가동 중에 있음

□ 현대중공업의 친환경선박 건조 

○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과 연료비 부담으로 선박건조에 있어서도 연료효

율이 높고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경쟁이 치열

해 지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1년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IMO의 ‘환경기

준 티너2(Tier 2)'15)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선박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

감을 위해 신규로 건조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제조연비지수(EED

I)16)'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계약되는 선박

에는 이것이 의무화 될 것임.

15) IMO의 환경기준 티어2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르
면 올해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들은 엔진 1㎾/h당 질소산화물을 14.4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과거 
IMO는 환경기준 티어1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7.0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으나 티어2를 통해 
기준을 좀 더 강화해 올해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다

16) 선박의 연비 효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1t의 물건을 싣고 1해상마일(약 1.852㎞)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 EEDI는 선박 엔진 성능 향상, 선박 선형 개선, 연료 효율성 향상, 친환경 도
료 사용 등 선박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줄이고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들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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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현대중공업은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형 선박, ‘태평양 10호'를 건조하였음. 이는 3,000톤급 규모의 경비함으

로 최대 28노트(약 52㎞/h)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고 12노트 이하의 저

속 운항 때에는 전기모터만을 가동, 13노트 이상 시에만 1만 마력급 디

젤엔진 2기가 가동됨. 하이브리드 방식 채택으로 진동과 소음 감소와 

함께 저속운항 시 연간 25%의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사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이미 2007년 1월에는 친환경 실리콘 도료를 

입힌 세계 최대급 LNG선을 인도한 경험이 있으며 2003년부터 다목적 

여객선에 오염물질 후처리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선박의 건조 계획부터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을 위해 노력을 기우려왔음.

○ 또한, 현대중공업은 고출력 친환경 가스엔진을 개발했음. 이는 최대 1만

3000마력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으로 기존 디젤 엔진보다 이산화

탄소배출량을 각각 20%, 97%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 세계최초로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를 장착한 초대형 유조선(VLCC)

를 건조하였고 자체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인 ‘에코밸러스트

(Ecoballast)'와 ’하이밸러스트(Hiballast)'에 대해 각각 국제해사기구

(IMO)의 최종승인과 기본승인을 획득하기도 하였음. 이미 현대중공업은 

'에코 밸러스트'를 적용해 독일 슐테사의 7천TEU급 컨테이너선 '아스트

리드 슐테(ASTRID SCHULTE)'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도 가지고 

있음. '에코 밸러스트'는 미생물을 50마이크로미터(㎛)까지 거를 수 있

는 필터와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장치인 UN 반응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설

비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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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4>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에코 밸러스트’를 처음 적용한

독일 슐테사의 7천TEU급 컨테이너선

<그림 6-105>현대중공업의 '에코밸러스트'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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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고 있는 중

국 조선업계와의 ‘차별화’, ‘기술격차’를 도모하며 국내조선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친환경산업이 주목받는 현 추

세와 시장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며 한국이 조선업계의 기술강국으

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http://www.hhi.co.kr)

- 조선업계 친환경 선박 개발 박차, 파이낸셜 뉴스, 2011

- 조선업계 친환경 선박에 사활 , 서울경제, 2010

- 국내 조선사, 친환경선박 개발로 세계 점유한다, Newsis, 2010

□ 호주 해사청 (AMSA) 및 한국 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 관리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란 선박이 운항중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고 중

심을 잡기 위해 선박에 싣는 물을 뜻함. 주로 선박펌프를 이용하여 주

입되거나 배출되는데 이때 물에 포함된 수중생물들도 함께 주입․배출

되기도 함. 따라서 선박에 주입된 물과 수중생물은 선박의 운항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한 후 배출되며 이들 생물, 즉 외래종들은 새로운 환경에

서 생존, 적응하여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들은 자국의 입법을 통하여 항만 내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

환을 제한하거나 입항 전 수심이 깊은 곳에서 미리 교환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2월 선박평형수관리

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호주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항구에서 연간 11,000척 이상의 선박이 입

항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으로부터 매년 약 1억5천만 톤의 선박평형수

가 호주 해역에 유입되고 있음. 호주해안에는 250종 이상의 외래생물이 

침입하였으며, 1998년에는 검은줄무늬담치가 1,800억 원 규모의 진주양

식 산업을 폐허로 만드는 큰 피해를 입힌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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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1990년부터 자발적 선박평형수 관리지침을 시행하여 대양이나 

개방된 해역에서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권장하였으며 1998년에는 선박평

형수 연구개발자금조성부담금법(Ballast Water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Levy Act 1998)을 제정하여 선박평형수를 싣고 있는 선박으로

부터 2년간 부담금을 징수하였음. 2001년부터는 선박평형수 관리지침을 

강제 규정하였음.

○ 또한, 외국선박들이 제출한 선박평형수 관련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호

주정부는 선박평형수 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

래해양생물종에 의한 피해를 방지․제어하기 위하여 해양침입종연구센

터를 운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유해 외래해양생물종에 대한 생물학

적․생태적 정보와 서식범위에 관한 정보 및 유해생물종의 관리방법 등

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침입종정보시스템(NIMPIS)도 운영중임.

○ IMO에서는 2003년 2월 선박평형수관리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선박평

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여 선박평

형수처리시스템이나 선박평형수교환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함.

○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주)테크로스가 공동으로 선박평

형수 처리설비을 개발하였음.

○ 2008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회의에서는 해당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세계에서 세 번

째로 국제승인을 획득하기도 함.

○ 현재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해 IMO의 승인을 획득한 국가는 우

리나라, 노르웨이, 독일 3개국뿐이며, 해당 설비는 유엔 산하 해양오염

전문가그룹의 심사에서 최우수 성능을 나타내는 설비로 평가를 받았고 

다른나라 설비에 비해 경제성, 안정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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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선박평형수 배출규제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박영선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국제승인 획득, Shipping Gazette, 2008

□ 한진해운의 The Green Alliance

○ 최근, 동일 항로를 운항하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서로간의 경쟁을 

피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 즉, 얼라이언스(Alliance)를 강

화하고 있음.

○ 이들 얼라이언스는 서로 장단점이 다른 세계 각국의 선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운항 등을 실시함으로써 각 사별 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종의 제휴그룹임. 선단, 터미널,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전 세계에 

걸친 해상 및 육상 물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

으며 한 노선이 아닌,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함.

○ 한진해운은 중국 코스코 그룹(COSCO),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

밍라인(Yang Ming)과 함께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CKYH The-Green

Alliance)'을 조직하였음.

<그림 6-106> CKYH The-Green Alliance 2010년 최고경영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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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2003년 세계 최대의 전략적 해운 제휴그룹인 CKYH 얼라이언스

가 결성되어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스케줄 확보, 운항 정시성 제고,

운항 원가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음.

○ 뿐만 아니라,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CKYH The-Green Alliance)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컨테이너 전용 ‘유로막스(Euromax) 터미널’을 

2008년 개장하였으며 해당 터미널은 2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

너 1개)를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4개 선석을 시작으로 4단계까지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있음.

<그림 6-107> CKYH The-Green Alliance

로테르담 유로막스 터미널 전경

○ 현재, CKYH The-Green Alliance는 주요 해운시장의 전망을 공유하고,

기간항로의 서비스 합리화, 남․북 항로 서비스 확장, 해상 및 육상 운

송부문에서의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이제는 ´얼라이언스´ 시대, EBN 산업뉴스, 2010

- 한진해운，로테르담 유로막스 터미널 개장, 파이낸셜 뉴스, 2008

- 한진해운 소속 CKYH, 얼라이언스 명 변경, EBN 산업뉴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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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 유럽 ‘얼루어’ 호 

○ STX 유럽은 2010년 핀란드 투르크 조선소에서 크루즈선 ‘얼루어 오브 

더 씨즈(Allure of the Seas)' 의 인도식을 열었음.

<그림 6-108> 얼루어 오브 더 씨즈 (Allure of the Seas)

○ 얼루어호는 세계적 크루즈 선사, 로열캐리비안이 2007년에 발주 한 선박

이며 최대규모의 크루즈 선임.

- 그 크기는 길이가 361m, 폭 47m, 총톤수 2만 5,000GT로 이는 축구장 3

개 반을 이어 붙인 길이와 16층 높이에 달하는 규모이며 

- 얼루어 한 척의 소요전력량은 약 100MW(메가와트)로 5만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량임.

- 건조과정에서도 6,00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참여 협력사만도 900개 

업체이며 

- 또한, 2,700개 선실에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8,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선박 내부에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으로 설치된 공원 ‘센트럴 

파크’, 오락 및 쇼핑시설, 레스토랑 등의 ‘보드워크(Board Walk)', 분수

쇼 및 각종공연이 있는 수영장인 ’아쿠아 시어터‘,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과 3D 영화관, 3,100명이 동시에 식사 가능한 내부식당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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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척당 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선을 18척 

구비하였고 그 외에 구조선 2척도 구비하고 있음.

<그림 6-109> '얼루어 오브 더 씨즈'호 내부

(극장, 휴식공간, 스위트룸, 내부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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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향상과 오염물질 배출절감을 위해 항구에 정박

하는 동안 육지전기를 사용하고,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킴은 물론, 첨단 폐수 정화 시스템과 연료 

절감을 위해 선박의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적으로도 뛰어난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처음 크루즈 여행과 상품이 소개되었을 1990년에 비해 현재는 가격도 

저렴해지고 다양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

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크루즈 선 인도 역시 활발해지고 있음.

○ 특히, STX 유럽은 2009년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 (Oasis of the Seas)호 

인도에도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얼루어‘호 인도로 크루즈 

사업부문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음.

▪ 참고자료 

- STX유럽, 세계 최대 크루즈선 얼루어호 인도, 아시아경제, 2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31095713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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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Royal Caribbean Cruises)

○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로얄캐리비안 인터내셔널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셀러브리티 크루즈 (Celebrity Cruises), 아자마라 크루자

(Azamara Cruies), 풀만투르(Pullmantur), 크로와지에르 드 프랑스

(CDGF, Croisierers de France)를 보유하고 있음.

○ 아시아, 알래스카, 지중해, 북유럽, 카리브해, 지중해, 북유럽, 카리브해,

멜시코,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남미, 갈라파고스 등 전세계 80개국 400

여개 목적기를 운항하며 본사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위치하고 있음.

○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크루즈 선에는 아쿠아씨어터, 센트럴 파크, 인공

파도타기,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암벽등반 시설 등 최고의 시설이 갖추

어져있으며 풀코스 정찬, 대극장, 카지노 등의 시설을 바탕으로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그림 6-110>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홍보사진

○ 이처럼,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시설, 규모, 취항노선, 보유크루즈면서에 

글로벌 리딩 크루즈 선사라고 할 수 있으며 크루즈관광을 선도하고 있

음. (현재 총 39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오아시스호와 

얼루어호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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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로얄캐리비안 레전드호는 ‘TTG Travel Award’에서 선정하는 아시

아 최고 크루즈선으로 2008, 2009, 연속 수상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http://www.rccl.kr/)

□ 유럽통합해양정책(Europe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 유럽은 대서양 북극해 및 4개의 지역해인 북해, 지중해, 흑해, 발틱해가 

분포해 있어 오랜 역사동안 해양에 의존해 왔으며 항만, 해양물류, 수산

업, 해양관광산업과 같은 해양경제활동이 발달해 있음 

○ 연안의 경제적 비중은 GDP의 40%를 차지하며 항만과 물류산업 부문은 

세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해양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 생물바이오산업, 해양관광산업 등이 유럽 해양경

제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유럽진행위원회가 유럽해양비전(2006년)과 해양통합정책(2007년)을 

채택하여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해양경제 성장과 해양환경보전 등을 기

본방향으로 해양발전을 꾀하고 있음

○ ‘미래해양전략(녹서) :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

(Green Paper, 2006)는 해양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유럽의 지속가능한 발

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개발의 주도권 유지‘, ’연안지역의 삶의 

질 향상‘, ’해양관리수단 확보‘, ’해양 거버넌스‘ 4개 분야의 세부추진방

향으로 나누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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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해양 세부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통합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이 2007년에 채택되었으며 해양과 관련된 정책간의 통합

과 조정을 도모하여 기후변화, 해양환경보호, 해양안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표 6-6> 유럽해양통합정책의 실천계획

부 문 세부추진방향

해양 거버넌스

- 회원국 간 해양통합실천과제 제시

- 규제장벽 축소

- 지식․경험의 공유

통합정책결정 

수단

- 감시행위

- 해양공간계획과 연안통합관리

- 유럽해양조사․자료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의 

극대화

- 해양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별 

지원센터 설치

- 해양교통

- 해양 부문 고용기회 확대

- 항만정책

- 선박기인 대기오염관리

- 선박해체

- 해양에너지 인프라․자원개발

- 어업인 처우 개선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

- 공해의 수산자원 보호

지식․혁신기반의 

해양정책
- 유럽해양연구

연안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연안지역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 외곽 연안지역과 도서관리

- 기후변화의 적응․대응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 해양분야 지역별 사회경제자료 구축

세계해양의 

주도권 증진

- 국제 파트너쉽 구축

- 지역해 공유를 위한 제3세계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 북극해 전략 보고서 작성

- 공해보호를 위한 실천전략 마련

해양유럽의 

홍보전략

- 유럽해양의 날, 연차보고서, 인식제고 캠페인

- 유럽해양지도 작성

- 유럽연합의 해사 관련 정보제공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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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유럽해양오염규제기구(OSPAR)

○ OSPAR는 해양이 청정ㆍ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장을 비전으로, 유럽 

서부 연안 15개 정부(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가 모여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임

○ OSPAR 협약은 투기에 대한 오슬로협약과 육상오염원과 근해 플랫폼으

로부터 위험물질 투입에 따르는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파리협약을 통합

하여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및 감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부영양화, 위험물질, 근해 석유ㆍ가

스 사업, 방사능 물질,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기후변화 

∙ 1999년 이후로 표면수층 온도가 상승하고 있음. 북해는 1985년부터 

1~2도 수온 상승함

∙ 1979년부터 겨울 북해 빙하 범위가 2.5% 감소하였음 

<그림 6-111> OSPAR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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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PAR는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기

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완화를 촉진하는 해양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

고함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 모든 OSPAR 지역이 해양생물종이 위협받거나 감소되고 있음

∙ 159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영해의 13%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OSPAR 지

역의 1%에 불과함

∙ OSPAR는 주요 연안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지리적으로 고유한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을 권고함

○ OSPAR 위원회의 작업은 해양환경에서 인간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기반 접근법으로 이루어 짐.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전예

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최상의 이용가능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ics:

BAT)과 청정기술을 포함한 최상의 환경관행(Best Environmental

Practice: BEP) 채택하도록 규정함

○ OSPAR는 발트해의 헬싱키 위원회와 UNEP 지역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적 관리 기구 및 국제해사기구(IMO), IUCN, IAEA 등 국제적 기구

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OSPAR는 비록 북동대서양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양

투기뿐만 아니라 육상 오염원, 근해 오염원, 해상 소각 등 광범위한 해

양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생태계기반 접근법, 사전예방제

도와 오염자부담원칙, 최상의 환경관행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전반적 전략을 개발한 성공적 국제협력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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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우미 (Sato-Umi)

○ Sato-umi는 수산 및 수산물 유통 등을 통하여 문화와 교류를 지원해 온 중

요 해역임. 또한, 고도의 생물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기대되는 지역인 동

시에, 사람과 자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육지에서의 Sato yama와 같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장소임. 건전한 Sato-umi는 물질순환 기능이 적절

히 유지되고, 사람이 육상 및 연안 지역을 통합ㆍ포괄적으로 관리하여 풍부

하고 다양한 생태계 및 자연환경이 보존될 때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

함. 보다 나은 연안지역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들의 협력이 필요함

<그림 6-112> Sato-umi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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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o-umi를 생성하고 구성하는 요소

○ Sato-umi의 설치를 위하여 먼저 연해 지역에서 양적인 물질순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공적인  Sato-umi의 설치는 어류 생산과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작이 가능한 연안 및 해안선의 확인이 필요함

○ 부영양화된 연해지역에서 Sato-umi의 성공적인 이행은 적조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육상으로부터 영양물질 부하를 감소시켜야 함

○ 일본 정부는 연안환경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죽어가는 바다(dying sea)’인 세토내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

작함. 예를 들어 일본 세토내해(일본 서부 위치, 히로시마, 야마구치, 에히메

로 둘러싸인 바다)에서 1972년부터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

인(TP) 부하를 감소시킨 결과, 1978년부터 적조 발생이 줄어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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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2> 세토내해의 COD

부하 변화

<그림 6-113> 세토내해에서의

적조발생 변화

○ 해양기본계획은 Sato-umi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양자원과 수

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Sato-umi의 유형은 7개로 구분

- 강유역 - 통합적 활동 : 전체로 통합하여 삼림에서부터 해양에까지 전지역을 

고려한 활동으로 연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삼림, 강 및 해양을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서 간주하여 산, 삼림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 도시 활동 : 도시 주변의 해초 군락지 및 기타 얕은 해양 지역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활동 환경 보존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간석

지 또는 거머리말 군락지 등에서 수행되는 것

- 실험적 활동 : 실천 학습 프로그램이 교외 어촌마을에서 진행되어 사람들

이 자연과 해양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것과 친밀해 질 수 있는 활동

- 환경적 “신성” 해양 활동 : 해양보전지역 및 “어업 금지 기간”을 지정함으

로써 해양 지역을 창출하는 활동

- 어촌 활동 : 어촌이 이행 실체가 되고, 어업활동의 과정을 이행하는 활동으로 

거머리말 군락지의 복구 및 생성 또는 해저면에서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완화활동 : 도시개발 등으로 손실된 환경을 복원하는 활동 

- 복합적 유형 : 강유역, 도시지역, 어촌 등 중복된 지역에서 해양환경을 보

전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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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o-umi 조성 지원 모델 사업 소개

- 橫浜市(바다공원)

∙ 사업명 : 요코하마시 연안 지역 해변의 자연 재생과 새로운 마을 조성 

사업

∙ 사업 시작년도 : 2009년

∙ 현지 상황 : 대상 해역 부근의 만의 해안역은 과거 요코하마시 연안 지

역에 남겨진 자연 해안에서, 조개 잡이나 해수욕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그 후, 매립이 진행되어 인공 해변으로서 ‘우미노코우엔’이 정비되어 있

고, 현재 노시마 해안만이 유일한 자연 해안으로 남아 있음. ‘우미노코우

엔’은, 바다의 자연 재생과 환경의 보전 , 해변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과 스포츠의 장소 로 요코하마시가 정비하여, 1980년에 조개 잡이장,

1988년에는 해수욕장으로서 개장한 이래, 연간 약 180만명의 시민이 방

문하고 있음

∙ 사업 유형 : 도시형, 완화형

∙ 주요 활동 내용 :

i) 거머리말 군락지 검토회의 실시

거머리말 군락지 검토회에서, 시민에게의 보급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의 사업 내용, 실시 시기 등의 조정,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ii) 현지 필드 조사

각 사업 내용의 검토의 자료와 하기 위한, 대상 해역인 우미노코우엔 전

면 해역의 수질․ 저질 조사 실시

iii) Sato-umi 설치 매뉴얼의 개선 사항 등의 제안

「Sato-umi 설치 매뉴얼」의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제안

○ Sato-umi 사례 연구

- 도시활동 유형(도쿄만)

∙굴 양식에 의한 물 정화 실험을 실시한 바, 배출되는 영양물질을 섭취하

는 수많은 유기물의 증가와 재생되는 정화기능이 예상됨

- 어촌활동 - Ise만

∙ 자연적 정화 기능을 위한 갯벌 및 해양 삼림의 조성 및 수질의 예측에 

기초한 배양체계의 설치에 의한 환경보전과 진주생산과의 균형 달성



－ 239－

□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lity Foundation : ISSF

○ 참치 수산산업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과학자, 산업계, 환경운동가들이 

공동으로 2009년 3월 공식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호주 등 세계 각지에 파트너 및 후원자들이 ISSF사업을 후

원 및 지지하고 있음

<그림 6-114> ISSF 대표 후원사 (출처:ISSF 홈페이지)

○ ISSF는 과학적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수산자원보전과 지속가능

한 참치수산자원 이용을 도모하며 혼획(bycatch)을 감소하고 생태계 건

강성 회복을 촉진함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참치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와 협력

- 최대지속가능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s)17)을 위한 과학적기술 이용

17) 현재의 환경 조건하에서 하나의 자원으로부터 계속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어획량의 적절한 기간에 걸친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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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참치어획 근절 

- 해양생태계 건강성 보존

-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approach)의 장려 

- 혼획(bycatch), 폐어구 감소

- 참치자원량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교환

-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

▪ 참고자료 

- http://iss-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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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리협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 해양관리협회는 (MSC : Marine Stewardship Council) 세계 수산업 시장

의 파트너쉽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관행을 장려,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가지며 수산물에 에코라벨과 수산물인증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세계 해양의 건강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들

을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물 추적관리에 대한 인증 및 기준(standard) 개

발 및 설정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방법 개선

- 소매상, 수산관련 기업, 소비자 등과의 활동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자기대 충족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제공 

- MSC 에코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식증진

- 해양관련 이슈, 수산물 먹거리, 지속가능한 수산활동 등에 대한 청소년 

교육활동 

- 수산물 어획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연계활동, 해

당 국가들에게 에코라벨 및 인증제도 확산

<그림 6-115> 해양관리협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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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리협회는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 ‘수산물 추적관리제 (seafood

traceability)에 대하여 기준 및 인증을 설정하였고 협회의 라벨링과 인증

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현재 약 50여개이며, MSC 라벨 부착 판매제품은 약 2,500개(4월말 기

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18) 이러한 활동은 수산물 및 수산활

동에 대한 인증과 에코라벨링에 대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또한 인증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과학적인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있으

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반영, MSC 정책들을 이해당사자들과 검토 개선

하는 활동이 해당분야 관련 기관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장려될 수 있는 

우수사례임

<그림 6-116> MSC 에코라벨링

18)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둘러싼 세계 동향(MSC 인증을 중심으로), KMI수산․식품포커스 제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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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식양식 일본 긴키대학교 수산연구소

○ 참다랑어는 회유성이 강한 어종으로 바다에서 어린 참치치어를 잡아 양

식장에 넣으면 비좁은 양식장에서는 적응하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음.

그만큼 양식이 까다롭고 그 성공률이 낮음

○ 또한, 참다랑어는 전 세계적으로 남획상태인 것으로 평가, 자원회복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어획쿼터제19)를 적용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참다랑어에 대한 완전양식에 관심이 높아져있는 상황

임. 사실, 바다에서 참치 치어를 잡어 양식장에서 키워 시장에 납품하는 

참치 양식장은 많으나 참치알을 양식장에서 부화시키는 완전양식을 이

루어내지는 못하였음

○ 그러나, 일본 긴키대에 수산연구소에서는 1970년부터 참치양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결과, 2002년 세계 최초로 완벽하

게 참치를 양식하는 것에 성공함

○ 시험장에서 인공부화에 성공한 참다랑어는 2009년 현재 3세대를 맞이하

고 있으며 부화한 후, 1개월 뒤 육상시설 해상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

지는데 이때의 생존율 역시 초기, 2~3 %에서 6%로 향상되었음

○ 또한, 오오시마 시험장에서 2009년 참다랑어 종묘 4만마리를 생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4배 많은 물량임. 이러

한 성공요인은 오오시마 시험장뿐만 아니라 나치카츠우라의 우라가미사

무소, 가고시마현 아마미사업소로 생산거점을 확대하였고, 사육기술 향

상, 독자적인 배합사료 개발 등등에 있음

19)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 다랑어보존위원회(ICCAT)는 연간 어획량을 8만 5000t 이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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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식참치는 자연산에 비해 수은 농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양식 참다랑어의 안선정을 홍보하고 있음

○ 최근 일본 긴키대 수산연구소는 참치 완전양식기술을 해외기업에 판매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는 수조 등 각종 시설설치부터 채란, 부화, 종

묘육성, 성어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 및 기술 지도까지 포함 됨. 지중해 

연안국가, 호주, 멕시코 등지의 기업에 기술판매를 하고자 하며 긴키대 

측이 출하량에 따라 로얄티를 획득 예정임

<그림 6-117>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긴키대 수산연구소의

참다랑어 완전 양식기술 지원 및 MOU 체결

○ 참고자료 

- 제주수산硏-日긴키대, 참치양식기술교류, 푸드투데이, 2008

- 귀한 참다랑어 양식나서,,,싼값 맛볼 날 멀지 않다, 중앙일보, 2007

- 지구촌 해양․수산 제391호, KMI, 2007

- 수산․식품 포커스 제11호, KM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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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의 새우산업

○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열대성 섬나라로써 1인

당 GDP는 412$ (2009년 기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임. 광업, 관광업 다

음으로 수산업이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경제 분야임

○ 마다가스카르는 자연어장이 풍부하고 그 수산물 생산량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어종 역시 다양화 되는 추세임. 특히, 그 중에서도 새

우수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있어 주요 분야로 여겨지고 있으며 양식으

로 길러진 새우는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수출 상품 (매년 15,000톤, $75

million에 해당)임 

○ 그러나, 1990년 초반까지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비했으며 ‘배

타적 어업권'(Exclusive fishing right)이 소수의 회사들에게만 허용되어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정부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는 뇌물수수와 부패 역시 

만연하였음 

○ 또한, 수산업에 대한 관련 자료나 데이터는 전무한 채로 수산정책에 대

한 정확한 비전과 어업권에 대한 투명성이 부재한 채로 수산업이 불안

정적인 상태였음

○ 이러한 상황을 1994년 정부가 수산정책을 개정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도입시키면서 수산업에 주목할 성과를 불러옴

○ 경제성장과 외화창출의 원동력 : 수산업과 양식업은 마다가스카르 1차 

산업에서 그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이며 85,000명의 일자리 창

출효과를 가지고 있음. 특히, 새우어업 및 양식 분야는 해당 국가의 주

요 외화수입원임 

○ 2003년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새우어업 및 양식 분야에서만 

155million 달러의 외화를 창출해 냄. 양식으로 인한 생산량 역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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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톤에서 2003년에는 7,000톤 이상으로 증가됨.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새우가격의 전 세계적 하락세에도 불가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새우 

수출가격은 2000~2001년에 10% 상승, 2001~2002년에는 3% 상승하였음.

이는 수산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새우 질 (크기) 자체가 향상되었으며 부

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수출과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시 체제가 개선

되었기 때문임

○ 사회적 측면 : 1994년에는 정부와 수산업계, 전문가, 민간분야가 공동으

로 '새우수산연합' (GAPCM : Groupement des Armateurs ala Peche

de Madagascar / Madagascar Prawn Fishing Industry Association)을 

설립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나은 수산 관

리체제를 위하여 현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새우수산연합 (GAPCM)은 멤버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마다가스

카르의 새우수산업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96년, AFD와 새우수산연합(GAPCM)은 제1기 사업 (3년, €0.46million)

에 착수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수산 현황에 대한 경제학 분석, 유럽의 식

품 위생법을 도입, 항만준설 등을 추진하였음

○ 2000년에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도입하고 어업권 규제 및 시스템을 개선

하였음

○ 2001년에는 AFD와 French GEF의 지원(€7.6million), 연합의 자체예산

(€1million) 및 마다가스카르 Aquaculture and Fisheries Development

Fund의 예산지원으로 2차 사업을 시행하여 새우수산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 국내 양식연구 프로그램, 어업권을 둘러싼 새우수산업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범관리 존 시행, 어선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 빈곤감소 :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의 인구는 1999년, 71%이며 2005년이 되어서야 49%

로 줄어듬. 수산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통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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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숫자는 여전히 높으며 통계적으로 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전통어업

에 종사 카누의 수가 8,000척, 그로 인한 생산량은 약 1,000~ 1,500톤임.

새우수산연합 (GAPCM)은 전통어업 및 어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빈곤감소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어민들을 대신하여 수산분야의 

의견을 업계에 대변하고자 노력함. 또한, 정부와 함께 새우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6-117> 마다가스카르 전통 카누어업

○ 환경적 측면 : 2003년에는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와 마다가스카르 새우어업 인증 예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계자연보호

기금(WWF)과도 이와 비슷한 새우양식 인증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음

○ 환경보전 및 인식 개선 : 새우양식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관련 데

이터와 지식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분야 관계자들에게 ‘지

속적인 수산양식’의 중요성을 인지시킴. 개선된 수산정책의 도입으로 인

하여 어업권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과도한 어업노력이 규제되었음. 또

한 연합은 자율적으로 금어기간을 설정하고 그물코 크기를 확대, 혼획

(by-catch)에 대한 규제 역시 시행하여 지역의 수산자원 보전 및 환경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였음

○ 여타 수산 선진국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해당 사례는 그 생산규모 및 생

산액이 크지 않으나 수산분야의 저개발국가가 수산관리정책을 개선, 적

용시켜 그 효과를 얻었다는 점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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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의 해삼산업

○ 마다가스카르는 해삼이 풍부한 지역으로 과거 전통어업을 통해 해삼을 

통해 어민들은 하루에 25~50유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불법어획,

남획으로 인하여 한 달에 40유로의 수입을 얻고 있음. 더욱이, 이를 규

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게 악영

향을 끼쳤음. 이러한 현상은 수출가능한 해삼의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또한 악화되어 빈곤과 가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Toliara 지역에 'Free University of Brussels' 의 해양생물연구소

와 'University of Mons-Hainaut'에 의해 제안된 해삼양식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음.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벨기에의 'University Cooperation

for Development', 'Free University of Brussels', 'University of

Mons-Hainaut', 'Toliara University' 가 지원하였으며 기술적인 지원은 

프랑스의' University of La Réunion'이 담당하였음

○ 해당 프로젝트의 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목표는 해삼 부화

장과 양식장을 지역에 건립하고 양식기술에 대하여 마다가스카르 학생

들을 교육시키고자 함임. 또한 경제적으로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

써 해삼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고 생태학적으로는 어린해삼을 생산, 육성

하며 해삼양식에 대한 인간영향을 감소시켜 자연상태의 해삼 수를 복원

하고자 함.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해삼자원에 대한 관리과 

양산에 대한 과학기술이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발전에 있음

○ 해당 프로젝트 아래, Aqua lab (Tulear 부화장)이 2000년에 'University

of Tulear'의 수산해양과학실험실에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운영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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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8> 마다가스카르의 해삼양식 프로젝트

○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을 경우, 타 지역에 전파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

- A sea cucumber hatchery and mariculture project in Tulear,

Madagascar, Michel Jangoux,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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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교육 키트

○ 흑해는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과 대도시에서 유출된 하수 등의 영향, 반

폐쇄성 특성으로 인하여 그 오염 정도가 심각하며 선박활동으로 인한 

오염과 외래종 유입도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은 흑해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

○ 이에 따라 흑해보전위원회 (Black Sea Commission)는 UNDP와 코카콜

라사, WWF와 협동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의 일환으로 흑

해연안국가 어린이(9~12세)를 대상으로 하는 흑해 교육용 상자 개발을 

지원하였음

○ 해당 흑해 교육용 상자는 영어와 터키어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교사용 

지침서, CD, 포스터, 흑해지도, 게임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쌍방향 교육

교재로 흑해생태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인지시키고 교사

용 지침서 개발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함. 또한 각 국가에서 

교육부 승인을 얻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 최근활동으로는 2010년 9월, 프로젝트 팀이 터키, Rize에서 교사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16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흑해교육용 상자이용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였음. 또한 10월에는 터키, Trabzon에서 

터키 환경부 및 흑해보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흑해의 날’ 기념활동으

로 교사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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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9> 흑해 교육용 상자

<그림 6-120> 흑해 교육용 상자 이용을 위한 교사 교육활동

▪ 참고자료 

- http://www.everydropmatters.com/en/BlackSeaBo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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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홍보․유치 전략

1. 전시참가 유치전략

○ 유치목표 : 10개국 15개 우수사례

- 사례당 3분 이내, 전시관 총괄 30분 이내 관람 조건 

- 주요 해양선진국 7개국 및 개도국 3개국

- 각 분야별 5개 우수사례, 3개 전시관에 분산배치

* 참가자 전시면적 신청 규모에 따라 목표 조정가능 

○ 유치전략

- 국제기구, 공공기관, 기업 및 산업체등 타겟별 특화된 유치전략  운영

․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등 국제적 권위부여

․ Best of Best Award 시상을 통한 참가 및 경쟁유도,

․ 정부고위관료 및 주요 기업 간부 등 VIP에 대한 기업 마케팅 및 홍보 

기회 제공

- 참가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획기적 유치조건 제시

․ 컨텐츠의 우수성에 비해 전시연출․기획력이 취약한 비영리 공공기관을 

위한 강력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책 마련

․ 전시연출․기획 자문, 전시물제작․설치 대행 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유치전략 별 수행성과 및 진행방향

- 전략 1 : 참가유치서한(Circular Letter)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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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형태 및 내용 발송주체기관 발송대상 성과

1

단계

Circular Letter

(Announcement &

Invitation)

재외공관

→해당국가 상위기관 무작위 

전체발송

2010년7월, 16개국 

53기관발송,

7개국 18사례 참가

신청서접수
KOTRA

2

단계

Individual Letter

(Target

Information)

재외공관(외교통상부)

타겟

국가기관

2010년10월 3째주 

발송 완료

BIE

KORDI

BIE 국제기구

재외공관(외교통상부)

→해당국가 상위기관 기업체

BIE

- 전략 2 : 맨투맨식 커뮤니케이션 전략

각 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한 Individual Communication 전략으로 유치,

중요도에 따라서 방문홍보 추후 진행

유치활동 실적

국제기구 : YSLME 사무국(안산), NOWPAP 사무국(부산)

기업체 : 삼성, 두산중공업, 수자원공사, 씨놀, 수산과학원

향후 추후 방문 예정인 기관

국가기관 : WHOI(미국)

기업체 : 노틸러스 미네랄스(캐나다), AP Mollar Maer나(덴마크),

Ocean Spa(미국), ClonTech(미국), Marine Harvest Group(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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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 국내외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사업설명회 개최로 유치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 활동 내용

현황 기관명 국제회의명 개최일자 참가자

완료

NOAA

NOAA-MLTM

JPA 회의
2010.8 장도수, 강현주

NOAA 본부 2009.6 장도수, 홍승용

JAMSTEC
JAMSTEC/KORDI

연차회의
2010.8 장도수, 강현주

Census of

Marine Life

Consortium for

Ocean Leadership

2010.10.3~7

(영국 런던)
이윤호

POGO POGO-11th meeting
2010.1.26~28

(러시아 모스크바)
김웅서

IOC Global Forum
2010.5

(프랑스 파리)

김웅서, 이동영

장도수, 강치득

예정 Techno Ocean Techno-Ocean 2010 2010.10.14~16 강현주, 장도수

기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 전략 4 : 국내 유관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참가유치

번호 섭외대상기관
섭외자
소속기관

섭외자 담당자 섭외현황 비고(사례명)

1 두산중공업워터BG
(WaterBusinessGroup) KMI 임진수 박석 차장 신청서 접수 완료 Desalination Plant

2 YSLME 사무국 KORDI 권석재 Yihang Jiang 신청서 접수 완료
Regional ICM
(Inter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3 WWF 등 Lynne Zeitlin Hale 초반이후 사례 삭제 NGO

4 WHOI - 미접촉 Hydrothermal vent

5 Nautilus KORDI 홍섭
Mike D. Johnston,
Glen Smith 유치서한 송부

Deep-sea mineral resources and mining
technology

6 시화조력발전소 KORDI 이광수 신청서 접수 완료 Shihwa Lake Tidal Power Plant

7 IOC KORDI 이동영 Thomas F Gross 신청서 접수 완료 Global Ocean Observation System (GOOS)

8 CNRS, Consortium for
Ocean Leadership

KORDI 이윤호

Dr.JesseH.Ausubel
Ms.KatherineYarincik 협의중 Census of Marine Life (CoML)

9 MBL 해양생물연구소, OsamuShimomura,
Ms.PamelaClappHinkle 유치서한송부

MarineBio-technology:
Greenfluorescent Protein of jellyfish

10 삼성중공업

여수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KMI

강치득,
임진수

윤상원, 김정규 신청서 접수 완료
Green ship-building
(Cruise Ship, VLCC, Container)

11 Foundation
Jacques Rougrerie

KORDI 최승민

권석재

J.Rougerie 신청서 접수 완료 A revolutionary R/V (SeaOrbiter)

12 PEMSEA D.Padayao, 신원태 협의중
Regional ICM
(Inter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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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섭외대상기관
섭외자
소속기관

섭외자 담당자 섭외현황 비고(사례명)

13
Nausicaa
(World ocean network)

KORDI 최승민 Ph.Vallette 신청서 접수 완료 Aquarium and museum

14 POGO 　KORDI 장도수　 Trevor Platt 신청서 접수 완료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15 IFREMER 　KORDI 최승민 P. COCHONAT 미접촉 Hydrothermal vent

16 JAMSTEC
여수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강현주 Katsunori Fujikura 신청서 접수 완료 Hydrothermal vent

17
NFRDI, KORDI

　KORDI
권석재　

명정인, 오현주 신청서 접수 완료 ON shoreaquaculture

Marine Harvest Group Salmon aquaculture

18 Ocean Spa 　KORDI 　 신청서 접수완료 Off shoreaquaculture

19
Woods Hall
해양생물연구소, Livechem

　KORDI 이윤호　 　 유치서한발송
MarineBio-technology:
Greenfluorescent Protein of jellyfish

20 NOWPAP 　KORDI 강성길 　이상진 신청서 접수완료
Regional ICM
(Inter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21 NOAA 　KORDI 장도수 　 신청서 제출예정 Marine Protected Area

- 전략 5 :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국내 저명인사 Pool 구성 및 유치홍보대사 활용

제3차 ISC 회의 이후 우수사례가 선정된 이후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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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참가 홍보전략
* 폭 넓은 그물망식 홍보보다는 유관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참가유치가 효율

적일 것으로 사료됨. 상대 기관 연구소에 직접 컨택하고 참가유치를 권유할 수 있

는 매뉴얼이 필요함

○ 상대기관과의 맨투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매뉴얼이 필요함

○ Proposal Paper 작성 및 배포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대기관을 유치할 때 사용가능한 Proposal Paper 제작

→ Master Plan, 전시기획(안), 전시관 평면 계획, OCBPA 가이드라인

○ Promotion Kit 제작 및 배포

- OCBPA 안내 부로슈어 및 전시관 안내 등 홍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하나의 Kit로 구성

○ 안내 부로슈어 및 신청서 제작 배포

- 제작부수 : 500 매(국․영문)

- 배포대상 : 주한외국공관, 해외주재공관 및 무역관, 유관 기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주요 학술대회장 등

○ 써큐라레터(C/L) 제작 및 배포

○ 참가업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종합보고서 발간(제작부수 : 1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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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BPA 사이트 제작 및 운영

○ OCBPA 사이트는 독립된 홈페이지로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

여 연계운영

○ OCBPA 개요, 참가안내, 참가신청서, 참가신청현황, 전시장위치 등 수록

○ 현 OCBPA 영문 사이트 구조

- 총 6개 카테고리 구성

- 메뉴페이지별 1개의 컨텐츠로 구성, 이미지와 텍스트 혼합구성

○ 영문 웹 개선방안(메인페이지)

- 주사용자에게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웹디자인 인터페이스 구축 필요. 현재 웹플

래쉬, 메뉴바, 퀵메뉴 구성 등 한국형 웹디자인의 형태임(외국 웹사이트의 경우 

텍스트 중심의 구성이 보편적임)

- 한국어 홈페이지를 직역한 사이트 운영 지양

- 반복되는 콘텐츠의 삭제 : 사이트 구조 상 퀵메뉴 및 행사소개(About OCBPA)

등의 반복은 불필요함

- 상세한 설명 및 구체적 이미지 필요

- 웹사이트의 주이용자인 외국인에게 유용하도록 한국,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내 

주제관의 위치 등 보다 상세한 설명 필요함 

- 여수세계박람회 웹사이트 조감도에서 주제관의 위치 표시 필요

4. 기타

○ OCBPA의 한국명칭이 필요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한국명칭 결정 필요

- OCBPA 가칭(안) :

①해양우수사례관, ②세계해양우수사례관, ③해양우수성과관, ④해양연안명품관,

⑤해양우수업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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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수박람회 홍보전략 기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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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및 건의

1. OCBPA 전시관의 성격

○ OCBPA사업은 성격상 유치전시이나 위치상 주최전시인 주제관 2층에 전시되어,

일반 관람객에게는 주제관의 일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전시수준 및 규모 등에 있어 주제관과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위해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됨

○ 반면에, 주제나 컨텐츠 측면에서는 OCBPA만의 차별성 및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

한 별도의 사인물 및 전시연출 컨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OCBPA 관람대상 및 전시연출 방향

○ OCBPA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컨텐츠 특성상 일반대중보다는 전문가 및 학생

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심층 전문전시분야임 

○ 따라서 일반대중 및 전문가 모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특수장비를 적용

한 고도의 전시연출 기법을 통해 입체적이고도 다층적(Multi-layered)인 전시연출

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전시관 운영방식은 전문가의 해설 및 시연

과 함께 전문해설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OCBPA 유치 및 참가지원 방안

○ 상해 UBPA의 경우 해당도시의 특징과 매력을 적극 홍보,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확한 사업성이 기반이 되어 각국의 경쟁적 참가신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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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 OCBPA의 경우 아직 해양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업 및 산업체

의 참가범위와 참여의지가 미약한 반면, 대부분의 참가신청 기관이 비영리 기관

인 국제기구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컨텐츠의 우수성에 비해 전시연출기법의 취

약성 및 예산부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전시관 구성 및 설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공식 참가신청서 접수는 총 35건(4개 국제기구 5건, 9개국 30건)이 접수된 

바 있으나 전문가그룹 검토결과 분야별 국가별 편중현상 및 전시내용의 수준차

로 실제 전시 가능한 사례는 15개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취약한 분야의 추가유치 전략 및 대상발굴은 물론 획기적인 참가지원방

안 마련이 시급함

4. ISC 3차회의 운영방안

○ ISC 예산 미확보로 2010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과 연계개최

- ISC 국외위원 총 14인 중, 예산상 초청가능 인원은 6인

- 일부 위원만 선별적으로 초청,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이나, 우수

사례선정 절차상에도 적합하지 않음

○ ISC 3차 회의는 공식적으로 서면결의로 추진

- ISC 우수사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개방성 확보 

- 조직위원회의 ISC 운영성과 및 OCBPA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 등

에 대해 보고함

- OCBPA 최종후보사례 도출 과정 및 절차 보고, 15개 핵심후보사례 개요 및 선

정사유 등에 대해 보고함

○ 추가로 공동 심포지엄 참가 일부 ISC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모임을 통해 서면

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보완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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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C 3차회의 후속조치 등 운영방안

○ 최종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필요하며, 추가 우수사례는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

○ 확정된 10개 사례에 대한 전시연출 사업 진행

○ BIE 사무국과 향후 추진일정 협의 및 사례확정에 대한 협의(11월 말)

○ 우수사례 의견 및 추가사례 서면취합, 보완 및 수정(안) 작성(12월)

○ 전시연출 기본계획 수립(11‘ 1월 말)

○ ISC 위원 회람 및 서면결의 완료 (11‘. 2월)

○ 전시연출 사업자 선정(11‘ 3월)

○ ISC 4차 회의(11‘ 4월)

- 유럽, 미국 등 세계 해양 학술대회 및 포럼과 연계 개최

- 최종 전시연출 계획 보고

○ 참가기관 기술협상 및 참가계약 체결(11‘ 5월)

○ 개념설계디자인 완료

○ 실시설계 시설물 제작 및 설치(11‘ 5월~12’ 2월)

6. 예산소요 및 실행계획 재정립

○ OCBPA는 BIE의 요청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후발 신규사업으로서, 독자적인 사

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예산상 입지가 매우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주제관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오다 최근에야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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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제관 및 타 부제관들의 전시연출계획이 마무리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OCBPA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예산소요내역을 점검하여 현실적이

고 합리적인 실행계획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한 전시연출기법 및 디자인 보완을 위한 종합전시연출계획 수립 및 디자인 

설계, 전시물 제작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약 20억 추가예산지원 

필요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록부  록

1. OCBPA 참가규정 제정안
2. ISC 및 워킹그룹 회의록
3. OCBPA 신청기관 소개
4. ISC 위원 보고자료(영문)
5. OCBPA 사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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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CBPA 참가규정 제정안

제1부 정의 및 목적

제1조 

1. BPA(Best Practice Area)는 “최우수 사례”란 뜻으로 해당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

는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가리킨다.

2. OCBPA(Ocean & Coast Best Practice Area)라 함은 해양․연안 분야에서 범세계

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의미 한다.

제2조

1. OCBPA는 해양․연안 분야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해양산

업․과학기술 등 발전의 ‘컨베이어’ 역할을 수행한다.

2. OCBPA는 당대 지구촌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여 전 세계에 오래 동안 회

자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구현의 효과가 지속 가능하게 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 OCBPA 전시 참가

자, 국제박람회(BIE), OCBPA 국제선정위원회(이하 “ISC"라 한다)에 2012여수세계박

람회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제2부 전시 장소 및 분야

제4조 

OCBPA는 면적 약 1,600㎡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2층에 위치한다.

제5조

1. OCBPA는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분야, 해양정책분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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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학 및 기술분야는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해양을 이해하

기 위한 시스템과 미래가치를 수확할 수 있는 탐구영역을 소개하는 분야이다.

3. 해양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는 다학제적 융합기술인 해양의 연구성과 및 미래 구

현이 가능한 기술 등을 선보이는 분야이다.

4. 해양정책분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바다와 연안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해양관리 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분야

이다.

제3부 국제선정위원회(ISC)

제6조

1. ISC는 BIE 사무총장과 IOC(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 ISC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위 사무총장을 간사로 하고 조직위에 전담부서

를 둔다.

3. ISC는 분야별로 주최국의 경우는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해양포럼 등 정부기구 

대표, 주최국 이외인 경우는 해양관련 유력 국제기구로 UNESCO 정부간해양학위

원회(IOC), 세계해양포럼(Global Forum on Oceans, Coasts, and Islands), 미해양

대기청(NOAA) 등의 저명인사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이 해당 기구 대표 또는 저

명인사를 초청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으로 위촉된 기구 대표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 임명된 기구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

ISC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OCBPA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OCBPA 전시범위 및 예비참가대상 결정

다. 우수사례 및 전시 참가대상자 선정

라. OCBPA 전시우수사례(참가자) 선정

마. 기타 OCBPA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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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ISC의 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부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

제9조

1. 해양․연안분야에서 최고의 정책, 기술개발, 제품 등을 개발하여 범세계적인 프런

티어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연구소, NGO 등을 참

가신청대상으로 한다.

2. 기업으로는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을 참가신청대상으로 하여 그 전시품의 국

제적 홍보를 가능토록 한다.

제10조

1. 조직위와 ISC 위원은 OCBPA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하여 별첨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2. 조직위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OCBPA 참가자(사례)를 공모한다.

3. OCBPA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서식을 작성하여 참가신청하여야 한다.

3. 조직위는 추천사례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참가의사를 확인한다.

4. 조직위는 참가의사가 있는 추천사례와 공모사례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박람회 개최 15개월 전까지 ISC에 제출한다.

제11조

ISC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OCBPA 참가자를 박람회 개최 12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제12조

심사기준은 전시될 업적이 세계 최고인가, 전시가능한가, 주제와는 연관성이 있는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라는 4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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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고성 (30%)

가. 전시 품목의 세계 최고성을 평가함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정도와 함께 

세계적 우수성 여부를 세부평가항목으로 한다.

나. 글로벌 스탠더드의 부합정도라 함은 전시 품목이 특정국이나 지역의 기준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다. 세계적 우수성이라 함은 전시품목의 개념, 과학적, 기술적, 기능적 효율성 등이 

다른 비교품목과 비교하여 우월한 것을 말한다.

2. 전시 실현성 (25%)

가. 전시 품목의 전시 실현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시물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전시

자의 참여도를 세부평가항목으로 한다.

나. 전시물의 시각적 효과라 함은 전시대상물을 모형과 영상,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관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가능한지를 의

미한다.

다. 전시자의 참여도라 함은 OCBPA에 전시자가 전시하려는 품목에 대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

는 전시자의 능동적인 행위 또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한다.

3. 주제와의 연관성 (20%)

가. 전시품목이 주제와 얼마나 연관성은 해양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

주제관 전시물과의 관련성, 해양환경, 해양자원의 보전/복원과의 밀접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나. 전시물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라 함은 과거 해양에 대한 

수동적, 노동․자본중심적, 물질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 지식․기술중심

적,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인지를 의미한다.

다. 전시물의 주제관 전시물과의 관련성이라 함은 주제관 전시물과 전혀 동 떨어진 



－ 291－

내용이 아니라 주제관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부합하는 전시물로서 전시의 시

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한다.

라. 전시물의 해양환경, 해양자원의 보전/복원과의 밀접성이라 함은 개발위주의 기

술은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

기 때문에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의미한다.

4. 흥미 유발도 (25%)

가. 전시 품목의 흥미 유발도는 전시물이 남녀노소 전체 관람객들에게 얼마나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가, 그 전시물에 대해 얼마나 오감으로 공감하는가를 세부평가항

목으로 한다.

나. 여수 엑스포가 살아있는 전시회,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을 전시로 구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시 구현을 위해 전시연출에 있

어 전 세대가 얼마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다. 대부분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전시 항목에 대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 오감으로 공감할 수 있는 흥미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제13조

BIE는 ISC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BIE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부 조직위 및 참가자 준수사항

제14조

1. 조직위는 참가자에게 기본적으로 전시공간을 무료로 지원한다.

2. 조직위는 전체 OCBPA 참가사례들이 조화를 이뤄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전시연출계획을 수립 한다.

3. 조직위는 ISC가 선정한 OCBPA 우수사례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여 공식 초청

한다.

4. 조직위는 개도국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참가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조직위는 ISC 운영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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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1. OCBPA 전시참가대상자는 ISC에서 OCBPA 참가사례로 선정하고 조직위에서 공

식초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초청 승낙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2. OCBPA 전시참가자는 전시 설계, 제작, 시공, 운용요원의 상주 등의 제반 비용을 

자체경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OCBPA 전시참가자는 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BIE 및 조직위의 제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OCBPA 전시참가자는 조직위에서 제시하는 전시연출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체 전

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위 승인을 받은 후에 전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OCBPA 전시참가자는 전시시설 설치 및 운용 등에 모든 사항 또는 일부를 조직

위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범위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것은 협상

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제5부 참가 및 사후 관리

제16조

1. OCBPA 전시참가자가 자체 전시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전시연출 실시설계서 및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직위는 OCBPA 전시참가자가 제출한 자체 전시계획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또는 수정 요청할 수 있다.

3. OCBPA 전시참가자는 변경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1. OCBPA 전시참가자는 전시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조직

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 이전에는 전시시설물을 운용할 수 없다.

2. 조직위는 전시시설물 준공검사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OCBPA

전시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OCBPA 전시참가자는 준공검사 결과로 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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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1. 조직위와 OCBPA 전시참가자는 전시시설물의 소유권, 관리운영, 인력활용 등 제

반 권리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 이전에 협약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OCBPA 전시참가자 소유의 제반 시설은 행사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

한 후 전시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부 시상

제19조

1. ISC는 행사기간 중에 OCBPA 전시참가자들의 전시연출에 대하여 관람객들의 반

응도, 전시물의 충실도, 주제 표현 정합도를 평가하여 전시연출 우수사례를 선정

한다.

2. BIE는 ISC에서 OCBPA 전시연출 우수사례로 선정된 참가자에게 BIE 명의의 상장

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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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2012엑스포 OCBPA 참가 신청(추천)서

사 례 명 칭
사 례 개 요

신청(추천)
사     유

콘셉트, 체제, 정책 또는 기술 분야에서의 

창조적 의의 보급 또는 응용가치

* 사진첨부 

피추천자
참가여부 확인 □ 확인            □ 미확인

수 상 내 역 
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정부기구, NGO, 학술단체

또는 전문협회에서 수여한 상장 또는 기타
사례를 소개/추천한 권위있는 출처

( 간행물명칭과 겉표지 관련전문 사본 첨부 )

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정부기구, 학술단체 또는 전문협회의
웹사이트, 출판물 또는 정기 간행물 등

사 례 활 용 방 안 

전  시  구  상  ( 안 ）

□ 전시면적 : s/m

□ 전시형태 : ( )실물전시 ( )모형 및 사진 ( ) 영상물 ( ) 기타

□ 전시품 크기 : ( ) m x ( ) m

□ 시공방법 : ( )자체 기술진 ( ) 자국 전문업체

( )한국 전문업체 ( ) 주최측에 시공의뢰

□ 관계자 전시장 상주 여부 :

□ 주최측 요청사항

□ 기 관 명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주    소：

□ 전    화： □ 팩    스：

□ 이 메 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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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SC 및 워킹그룹 회의록

1  ISC 회의록

□ ISC 제1차 회의록(2009.11.23)

1. 회의 개요

□ 회의명 : OCBPA 국제선정위원회(ISC) 착수회의

(OCBPA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Kick-off Meeting)

□ 일시/장소 : ‘09.11.18(수) 14:30～16:00 / 제주롯데호텔 

* ’09. 11. 19(목) 제3차 국제심포지엄 일정과 연계하여 개최

□ 주 재 : 사무차장

□ 참석자 : 총 15명(ISC위원 8명, 실무자 7명)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V. G. Loscertales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Patricio Bernal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곽 인 섭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회의주재

Billy Causey 미 해양대기청(NOAA) Director ISC 위원

Nicole Glineur GEF(국제환경기금) Program Manager ISC 위원

홍 승 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 장 ISC 위원

강 정 극 한국해양연구원 원 장 ISC 위원

강 종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ISC 위원

* 순차통역 : 국제협력과 이은신 전문관

* 배석 : 해양전시건설본부장, 주제관과장, 안 광, 하지혜, 현미선(KMI), 최승민(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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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논의 결과

□ 조직위에서 제안한 OCBPA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ㅇ 전시분야는 조직위에서 제안한대로 해양정책, 해양산업기술, 해양과학․

학술 분야로 하되, 추가 제안이 있을시 고려키로 함

ㅇ OCBPA 선정 세부기준은 전시제안을 받은 후에 마련키로 함

ㅇ 국제기구와 일반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

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함

□ 조직위에서 제안한 OCBPA 국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동의, 차

기회의 일정을 논의

ㅇ ISC 위원은 15명내외로 구성하고, 조직위에서 제안한 인사 외에 추가로 

추천을 받아 BIE 측와 협의하여 ‘10년 3월에 확정

ㅇ ISC 회의는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아래의 일정대로 개최

구분 시기 주요안건(안)

제1차 ISC회의 ‘10. 5. ․기획전시참가자 선정 

제2차 ISC회의 ‘10. 11. ․공모참가자에 대한 제안 요청

제3차 ISC회의 ‘11. 5. ․제안서 심사 및 전시 선정

□ OCBPA 사례 및 연출예시

ㅇ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우수사례 및 수산물남획, 호텔설립으로 인한 연

안의 파괴 등 최악의 사례도 전시(IOC 사무총장)

ㅇ 영화를 통해 BPA를 보여주는 방법(N. Gli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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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상하이 EXPO의 UBPA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현장답사 추진

(‘09.12)

ㅇ UBPA 담당부서와 협조체계 구성 및 ISC 정기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무

협의 정례화

ㅇ 상해 엑스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UBPA 사례를 답사하여 진행상황

과 사이트 분석 및 조직 현황 등 참조

□ 차기 국제선정위원회(ISC) 계획 수립(‘10. 1.)

ㅇ 차기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한 사전준비 계획 수립

□ ISC 구성 및 운영계획 확정(‘10. 2)

ㅇ 현 ISC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 추천을 통하여 ISC 위원 

구성 완료

ㅇ ISC 위원 구성안(약 15명)에 대하여 공동위원장과 협의 및 각 위원에게 

통보

□ OCBPA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하여 OCBPA 기본계획 심화 및 전시분야

(Categories) 검토(‘10.3.)

ㅇ 그동안 조사․검토된 내용(OCBPA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시분야에 대

한 국내외 사례 심층조사 및 분석 실시

ㅇ 전시분야별로 국내외 우수사례중 초청전시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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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OCBPA ISC 착수회의 회의록

1. 개 회

ㅇ 회의개최 배경, 그간추진 경위 및 참석자 소개(사무차장)

ㅇ 안건선정(사무차장)

① 여수세계박람회 OCBPA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② OCBPA ISC 구성 및 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

③ 차기일정

2. OCBPA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ㅇ OCBPA 기본계획초안 제안설명(안 광)

ㅇ 초청전시(Designated Exhibition)부분에 조직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는?(IOC 사무총장)

- OCBPA 추진에 관한 예산규모는 조직위에서 검토 중이며 다른 엑스포를 고려하

여 결정할 예정임(안 광)

- 다른 사례를 볼때 전체 예산규모는 프로젝트 제안접수이후 프로젝트별로 산출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BIE 사무총장)

ㅇ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서는 전체예산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최첨단 기술

과 예술을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CNN이나 주요 아랍 언론 매체들, 파이넨

셜타임지나 전세계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두바이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랍쪽 언론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음

(N. Glineur)

- N. Glineur의 의견에 동의(사무차장)

ㅇ 초청전시를 선정해야 하는 내년 3월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N. Glineur

가 언급한 것처럼 홍보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야 함(IOC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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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회의는 착수회의(Kick-off)이며, BIE와 조직위의간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함.

ISC운영방안과 2012년에 어떻게 OCBPA를 보여줄 것인지 토론해야함(홍승용 회장)

- UBPA 사례참조를 위하여 상하이 EXPO측과의 협의가 필요

- 어떤 분야에서 최우수사례를 선정할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BP를 

어떻게 선정, 공모 할 것인지 결정이 된 후에 예산, 사이즈, 홍보, 참가조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ㅇ OCBPA 추진에 대한 의견(BIE 사무총장)

- BPA는 미래, 혁신,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례 또는 증명된 사례이

기 때문에 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CBPA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음. 참가국들이 우수사례를 적극 제안할 수 있도록 격려와 홍보를 해야 할 것임

- 국제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함 

- 홍보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OCBPA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생

각해야함

- 일반시민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

ㅇ BIE에서 BPA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와 UBPA의 사례를 들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N. Glineur)

- 우선 우수사례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을 받은 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야 함(BIE 사무총장)

- UBPA는 도시를 주제로 분야를 나누기가 쉽지만 해양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례들을 받아보고서 결정할 예정임(BIE 사무총장)

ㅇ OCBPA의 전시분야 제안(IOC 사무총장)

- 수산물 남획, 호텔개발로 인한 연안의 파괴 등 최악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전시가치가 있다고 봄

- 지속가능한 어획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이에 대하여 UN

담당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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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 3월까지 전시분야, 초청전시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우려가 되

고, 현 기본계획상 전시분야는 어디까지나 예시수준인데 어떤 분야를 전시하고자 하

는 것인지?(KMI 원장)

- 어떤 분야를 전시할지를 포함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광)

ㅇ 연안관광도 전시분야에 포함될 수 있음(N. Glineur)

ㅇ 전시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모으자는데 동의함. 시간일정을 조정해서 세

부조사 등의 시간이 충분하도록 하겠음. 카테고리에 관해서는 토픽에 관한 정보

를 좀 모은 후에 다시 나누는 것이 좋을듯 함(사무차장)

ㅇ 전시분야 선정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음(홍승용 회장)

- 첫 번째는 세가지 주요부분에 대해 정책, 비즈니스, 과학 이 세가지로 간단하게 결

정하고 IOC같은 국제기구와 얘기해서 BPA로 쓸만한지를 논의하는 것임. 간단히 

여수세박 조직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임.

- 두 번째는 앞서 얘기 나왔듯이 좀 더 범위를 넓게, 처음부터 어떤 장소를 BPA로 

쓸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받는 것임. 세가지 주요부분이 무엇이 될 것인지 처음

부터 ISC를 통해서 정하는 것.

- 첫 번째 방법은 초반작업 및 조사를 조직위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ISC가 BPA를 어디로 할건지 조사도 하고 글로벌 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지금 정해도 되지만 힘들 것임. 논의가 많아

지고 가장 중요한 건 바다다, 아니다 연안관리다 등 의견이 많을 테니 충분히 논

의를 해서 정해야 함. 정책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함. 그

래서 빅 3임. 박람회 추후 유산을 생각해야 함. 여수박람회 후의 유산을 생각해

서 바다에 좋은 것. 어떤 게 더 좋은 커뮤니티, 정책, 비즈니스, 과학일지를 생각

해야 함. 그 후에는 누가 세부사항을 담당할건지를 정해야 함. 예를 들면 비즈니

스라면 해산물이 제일 크고, 기름과 가스, 녹색성장, 등 세부 담당은 내부에서 정

하면 됨.

ㅇ 동의함. 예를 들어 해산물은 완벽한 예라고 생각함. 현재 한 필리핀 회사가 어업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우수사례임. 이런 것도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음(N. Gli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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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게 세계엑스포가 필요한 이유임. 예를 들어 어업이나 해양바이오탱크 문제에 대

해 최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도 있고. 내년 5월에 Global Ocean Forum이 파리

에서 있음. 해양분야에 세계적 권위자가 모두 모이는 이 중요한 Forum에 스페셜 

세션을 만들어서 OCBPA를 소개하고 홍보해야 함. 이 자리는 우리의 OCBPA가 

글로벌하게 책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이것은 당신의 정부, 국민, 비

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홍승용 회장)

- 이 행사에는 700명 정도 해양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해양

생태의 다양성 및 녹색성장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 모두가 여수EXPO의 주제

와 관련되는 것들임. 새로운 트렌드에 반응해야 할 때임.

ㅇ 내년 5월 글로벌오션포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 향후 일정을 진

행하겠음(사무차장)

- 전시 Category는 여러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현재 제시된 

카타고리로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다시 분류하도록 결정하겠음

3. OCBPA 국제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ㅇ ISC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안 광)

ㅇ 짧은 시간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ISC의 임무중에 전시분야선정(To define the

selection criteria and specification 특성)은 삭제할 것을 제안(KMI 원장)

ㅇ 기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이 집중작업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여 ISC에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가 워킹그룹에는 KMI와 KORDI가 참여하고 있음(안 광)

ㅇ 오늘 모이신 ISC 위원님은 BIE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양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므로 

ISC에서 전시분야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으며,

KMI같은 전문연구기관에서 OCBPA의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BIE 사무총장)

ㅇ 기본적으로 여수EXPO에서는 해양생물, 지형학, 물리학, 해양학 등 OCBPA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EXPO가 개최될때 까지는 어느정도 정립될 수 있을것임. 추

후 더 고차원적이고 글로벌한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음(홍승용 회장)

ㅇ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정된 사례가 전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어떻게 하면 BPA가 잘 전시 될 수 있는지 전시가

이드라인을 작성할것을 제안함(BIE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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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전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준다거나 

추상적인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고려해주기 바람

ㅇ 영화제작자들이 여러 가지 BPA의 사례들을 모아서 영화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전시를 할수있는 방안을 제안함(N. Glineur)

- UBPA는 도시가 주제이기 때문에 BPA를 전시하기 쉽지만 OCBPA의 경우 전시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 Home 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공중에서 전세계적인 문제점을 보

여주고 BPA에 초점을 맞추는 효율적인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참고하기 좋을 것임

ㅇ ISC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주기 바람(사무차장)

ㅇ 상하이EXPO UBPA 사례를 고려해서 위원구성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음(홍승용 회장)

ㅇ ISC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상하이는 30명이라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며, 내용도 모르는 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

았음. 위원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을것 같음(BIE 사무총장)

ㅇ ISC 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겠음. ISC 구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아이디

어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기 바람(사무차장)

ㅇ 내년 5월에 세미나가 있으면 2010년 5월 이후에 만나서 회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KMI 원장)

ㅇ ISC 회의는 1년 1~2회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된 회의일정은 잠정적으로 수정하겠음(사무차장)

- 첫번째 미팅: 2010년 5월

- 두번째 미팅: 2010년 11월

- 세번째 미팅: 2011년 5월

ㅇ ISC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추천을 받아 BIE사무총장과 조직위 사무총장 협

의하여 내년 2~3월 정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홍승용 회장)

ㅇ 공동위원장(Co-Chairpersons)와 협의하여 최종 ISC 구성내역을 전 위원들께 통보하

겠음(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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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 제2차 회의록(2010.5.6)

1. 회의 개요

□ 회의명 : OCBPA 국제선정위원회(ISC) 제2차회의

(The 2nd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Meeting on the OCBPA)

□ 일시/장소 : ‘10.05.06(수) 11:45~13:30/프랑스 파리 UNESCO

* ’10. 5. 3～5. 7 제5차 국제해양포럼과 연계하여 개최함

□ 참석자 : 총 20명(ISC위원 10명, 실무자 10명)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V. G. Loscertales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Wendy
Watson-Wright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Biliana Cicin-Sain GOC(세계해양포럼) 위 원 장

Billy Causey NOAA(미 해양대기청) 국     장 대참(Moore)

Nicole Glineur GEF(국제환경기금) 프로그램 
매 니 저

Carl-shristian
Schmidt OECD 과    장

Philippe Vallette WON(세계해양네트워크) 의    장

Raphael P.M. Lotilla PRF(PEMSA Resource
Facility) 사무국장

홍 승 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    장

강 정 극 한국해양연구원 원    장

* 조직위 : 주제관과장, 강치득
* 한국해양연구원 : 김웅서, 장도수, 최승민, 김광태
* 세계해양포럼 부산사무국 : 윤성철, 장기영
* BIE : 앤카 엔젤, * IOC : 이보람

※ 회의 불참위원 중 Dr. Yves Henocque, Dr. Patricio Bernal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결과 설명



－ 304－

2. 주요논의 결과

□ 국제선정위원회(ISC) 위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ㅇ ISC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확정하고 전 위원에게 공동

위원장이 서명한 위촉장 수여

- ISC 위원은 지역별로 북미 6명, 남미 1명, 아시아 5명, 유럽 6명으로 구성 

※ 제2차 ISC 회의 참석 위원(12명)에게 기념품 증정

□ OCBPA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제정 

ㅇ (선정절차) 여수엑스포조직위의 우수 전시대상 후보목록 추천 ( 4월말 ) ⇒ ISC 위원의 

추가 항목 및 우수사례 추천 ( 5월말 ) ⇒ 우수사례 예비선정 ( 6월말 ) ⇒ 공모 

(9월말까지) ⇒ 우수사례 최종 선정(11월말) ⇒ 협상 및 최종 계약(‘10.12월 이후)

ㅇ (선정기준) 우수 사례선정은 세계 최고성 30%, 전시 실현성 25%, 주제 연관성 

20%, 흥미 유발성 25%기준에 의거 ISC가 선정 

□ 전시 참가자 지원 사항 승인

ㅇ 조직위는 전시 공간을 무료지원하고 참가자는 전시 설계, 제작, 시공비 등을 부담함 

* 단, 국가, 국제기구 등 비영리 기관은 전시참가 사례당 1억 5,000만원 이내로 전

시장치 지원예산을 책정하고, 실제 전시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협상을 

통해 지원 결정

□ OCBPA 전시대상 후보항목 검토 및 결정 

ㅇ 조직위에서 제시한 해양과학기술 6개, 해양산업 12개, 해양정책 9개 등 총 27개 

전시대상 후보항목 선정 

- 광역해양생태계(LME), 연안지역 통합관리 방안(ICZM), 국가 관할권 이원영역

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MPA) 등 추가적인 우수사례는 ISC 위원들이 5월말까

지 조직위에 추천키로 함

※ OCBPA Candidate List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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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BPA 사례 및 연출예시 

ㅇ 전시분야 및 사례에 대한 제목 list 보다는 가시적인 영상 및  전시물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정부간해양학위원회 Wendy Watson-Wright 사무총장 )

ㅇ 수산분야의 참치(Tuna)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기획전시분야에 선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OECD Carl Christian-Schmidt 위원 )

ㅇ OCBPA에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해양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해양재생에너지(풍력, 조력, 바이오디젤 등) 및 해저광물에너지(망간단괴 

등)에 관한 OCBPA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GEF, Nicole Glineur 위원)

3. 향후 추진계획

ㅇ OCBPA 우수사례 후보추천 및 예비선정 : ‘10. 6월말

ㅇ 공모전시분야 후보사례 공모 : 6~9월말

ㅇ OCBPA 최종 후보사례 목록 작성 : 10월

ㅇ ISC 제3차 회의 개최 및 우수사례 최종 확정 : 11.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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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OCBPA 제2차 ISC 회의록

1. 개 회 

 □ 회의배경, 추진경과 및 진행순서 등 설명 : 김웅서 박사

ㅇ 2009년 11월 제1회 제주에서 개최된 ISC에서는 OCBPA 기본계획 승인, ISC 구

성 및 운영계획 승인 등이 논의

ㅇ 금번 제2회 ISC에서는  첫째, ISC 위원 위촉장 수여  둘째, 참가자 선정 설차 

및 선정기준 제정  셋째, OCBPA 우수사례 후보 목록 확정 및 향후 추진 

주요일정 협의 등에 대해 논의 해줄 것을 설명

2. 환 영 사 : Loscertales 사무총장

□ OCBPA의 배경, 개념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

ㅇ 해양과 연안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정책, 기술, 노하우, 제품 등을 의미하며,

기술개발, 경영, 정책, 행정관리 등에서 벤치마킹할 모델, 목표 또는 기준이 되는 범

세계적 프런티어를 표현하고자 함

ㅇ OCBPA는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의 핵심요소로 해양과 연안분야에 대한 다양

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전 인류와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OCBPA를 통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및 기후변화 분야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제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

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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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구현을 위해 과학자 및 일반시민의 참여, 국가간 네트워크 강조

ㅇ 보다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주제구현을 통해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강조

ㅇ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직 및 

국가간 네트워킹 강조

ㅇ 또한, 여수선언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제고 및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 강조

3. 위촉장 수여 및 기념품 증정 : 10명 

- 불참 위원은 우편으로 전달 

4. 여수Expo OCBPA 마스트플랜 소개 : 김경율 주제관과장

□ OCBPA 진행경과, 개념 및 목적, OCBPA 전시규모,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참가자 

지원내역 등 안건 설명

5. OCBPA 전시대상 후보항목 소개 : 최승민 박사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OCBPA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선정한 OCBPA 전시대상 

후보항목을 i) 해양과학 및 기술, ii) 해양산업, iii) 해양정책으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총 13개 분야에 대한 안건설명  

※ OCBPA 13개 분야 세부사례 별첨 참조

□ 최종적으로는 ISC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OCBPA에는 BIE 회원국 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 기업, NGO 등에서도 참가기회를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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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C 위원 주요발언

□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Wendy Watson-Wright 사무총장 

ㅇ 짧은 시간에 OCBPA 기획전시참가자 후보목록을 체크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ㅇ 기획전시분야 및 사례에 대한 제목 list 보다는 가시적인 영상 및 전시물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Carl Christian-Schmidt

ㅇ 수산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치(Tuna)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기획전시

분야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ㅇ OCBPA 전문가 작업그룹회의에서 i) 해양과학 및 기술, ii) 해양산업, iii) 해양정

책으로 크게 분류됨을 지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해양 및 연안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후보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ㅇ 해양 및 연안에 널리 퍼져있는 토착문화 및 환경이슈 문제의 중요성 강조

ㅇ Large Marine Ecosystem(LME : 광역해양생태계)은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해양정책 

분야에서 중요이슈이며, 보다 고위급 정부간 회의석상(High Level Round Table)

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GEF(지구환경금융) Nicole Glineur

ㅇ Wendy Watson-Wright 사무총장과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OCBPA 기획전시참가

자 후보목록을 체크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ㅇ 전체적으로 OCBPA 전문가 작업그룹회의에서 분류한  i) 해양과학 및 기술, ii)

해양산업, iii)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견 표명

ㅇ 또한, OCBPA에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해양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ㅇ 해양재생에너지(풍력, 조력, 바이오디젤 등) 및 해저광물에너지(망간단괴 등)에 관한 

OCBPA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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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안지역 통합관리 방안 (ICZM :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에

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됨을 강조하며, ICZM에서 OCBPA 기

획전시참가가 후보목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탐색하기를 희망

ㅇ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arge Marine Ecosystem(LME : 광역해양생태계)

연구활동은 OCBPA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Benguela Current Large Marine Ecosystem Programme

․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gramme

□ WON(세계해양네트워크) Philippe Vallette

ㅇ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강조

ㅇ 해양보호구역(MPA) 분야에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

양성의 보전" 사례가 포함되면 좋을 것임

□ PEMSEA(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 Raphael P.M. Lotilla

ㅇ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OCBPA 주제구현을 위해 BIE 회원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NGO 등에도 참가기회를 부여해야함을 강조

ㅇ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촉진키 위해 금전적인 지원의 중요성 강조(예, 남태평양 

도서국가)

□ 녹색해양포럼 홍승용 회장

ㅇ 오늘 회의의 목적은 ISC 기획전시참가자 선정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ISC 위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ISC 미션 인식에 있음을 강조하며 ISC 위원들의 이해를 도움.

ㅇ 6월말까지 기획전시참가자 후보목록을 참고하여, E-mail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을 요구

ㅇ 전달된 ISC 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조직위원회 OCBPA 실무 작업반에서 

후보목록을 압축할 것임을 설명

ㅇ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해양포럼에 ISC 위원들을 초대하여, 전시참가자 최종

선정의 과정을 가질 것임을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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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 제3차 회의록(2010.11.14)

1. 회의 개요

□ 회의명 : OCBPA 국제선정위원회(ISC) 제3차 회의

(The 3rd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Meeting on the OCBPA)

□ 일시/장소 : ‘10.11.14(일) 15:30～18:00/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10.11.14～11.17 2012여수세계박람회국제심포지엄ㆍ2010세계해양포럼과 연

계 개최

□ 참석자 : 총 19명(ISC위원 11명, 실무자 8명)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V. G. Loscertales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참석

김 근 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참석

Biliana Cicin-Sain GOC(글로벌해양포럼) 사무국장 참석

Nicole Glineur GEF(국제환경기금) 프로그램
매니저 참석

Paul Holthus WOC(세계해양산업협회) 사무처장 참석

Carl-Christian Schmidt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과장 참석

Philippe Vallette NAUSICAÄ/
WON(세계해양단체연합) 회장 참석

Raphael P. M. Lotilla PEMSEA Resource Facility 사무처장 참석

홍 승 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 장 참석

강 정 극 한국해양연구원 원 장 대리참석
(김웅서)

김 학 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대리참석
(황기형)

* 조직위 : OCBPA과 강현주과장․강치득․장현주, 해외1과 조윤이
* 한국해양연구원 : 최승민 박사, 권석재 박사, 김지혜 사원
* BIE : Anca Ang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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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논의 결과

□ 개회 및 일반사항

ㅇ OCBPA과장의 사회로 Loscertales ISC 공동위원장이 회의 주재하였으며, 대리참

석 2명을 포함 총 11명의 ISC 위원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함

□ 조직위 경과보고

ㅇ 참가기관 주요 안내사항, 기술협상계획 및 홍보 유치전략 등 2차 ISC회의 이후 추

진된 OCBPA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함

□ OCBPA 최종 우수 사례 도출 절차 및 분석결과 발표

ㅇ 해양연 최승민박사가 OCBPA 최종후보사례 도출과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15개 핵심후보사례에 대한 개요 및 선정사유, 경비지원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함

□ (해양과학 기술)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 등과 연관되어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로

구성되었으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전시방법이 매우 중요함

ㅇ 과학기술이 급변하므로 과거 성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2012, 2020, 2050년 등 미

래시점을 목표로 추진 필요

ㅇ 세계해양관측협력기구(POGO)의 경우 해양정책분야에서 해양과학․기술분야로 재

분류하여 선정키로 결정

□ (해양산업 비즈니스) 전시 아이템이 혁신적․환경 친화적인 특별한 사례여야 하

며, 각각의 사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ㅇ 기업 문제를 넘어 환경 분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성 측면이 부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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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 산업 분야 우선 선정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중요 산업

분야인 어업과 관광, 비재생 에너지분야 추가가 필요함

* 핵심 산업 분야 :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석유․가스), 양식 및 수산업, 조선 및

해양물류, 해양바이오기술, 담수화, 심해 자원 채굴, 관광 등 10개 분야

□ (해양정책) 전세계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우수 사례가 다소 빈약

함. 더 많은 brainstorming을 통해 우수사례 추가 및 보완필요

ㅇ 개별 국가 및 지역은 물론, 전지구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를 표현해야 함. 이를 위

해 FAO, GEF, CBD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최고의 해양 정책 사례 도출 필요

□ (ISC 운영) OCBPA 전시에 대한 비젼과 목표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시 필요

ㅇ 전시 연출 방법상 우수 사례의 효율적인 전시 및 과학 이론과 실제 사례 전시 방

법에 대해 고민 필요

* 예) Hydrothermal vent 발견(이론)-심해광물 자원 채굴 기술(실제 활용) 전시법

ㅇ 최종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 우수 사례가 있다면 조직위에

추천 요망

3. 주요 논점 및 시사점

ㅇ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해양과학

기술 및 해양정책분야의 경우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함

ㅇ 해양산업분야 우수사례 중 일부는 인류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미래기술로서의 가치

와 함께 상대적으로 개발에 따르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 및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

ㅇ 독립된 개별사례에 대한 장단점 판단보다 전체 전시 연출상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체

적 맥락에서 우수사례를 평가할 경우 논리적 부담이 줄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조직위는 시간적 제약(‘11년 3월전까지 전시연출 사업자 선정) 및 OCBPA 특성

상(주최전시가 아닌 초청전시로서 사례선별 후 필요시 스토리 구성), 한시적 자료

보완 및 추가사례 접수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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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된 10개 사례* 중심으로 전시연출사업을 수행하되, 구체적 개념설계디자인이

완료되는 ’11년 5월경 제4차 ISC회의를 통해 최종 전시연출계획을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 확정사례 :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 심해열수분출공 및 잠수정, 해양생물센서

스, 전지구해양관측협력체(POGO), 심해광물자원개발, 양식기술, 조력발전, 연안통합

관리(ICM), 해양보호지역(MPA), 박물관 및 수족관 등 10개 사례

4. 조치사항(계획)

ㅇ 제 3차 ISC 회의 및 후속회의 회의록 작성 및 ISC 위원에게 회람(11월 30

일까지), BIE 사무국과 향후 추진일정 및 사례확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

(12월 말)

ㅇ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 및 추가사례 서면 취합(12월) 후 핵심사례 보완 및 수

정(안) 마련(‘11. 1월), 전체 ISC 위원에게 회람 및 서면결의 완료(‘11. 2월)

* 국제기구의 경우, 연말 휴가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및 연락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됨

ㅇ OCBPA 전시연출 기본계획 수립(‘11. 1월 말) 및 전시연출 사업자선정(‘11.

3월)

ㅇ ISC 4차회의 개최 및 개념설계안 검토(’11. 4월 말)

ㅇ OCBPA 참가기관 기술협상 및 참가계약 체결(’11. 5월)

ㅇ 실시설계, 시설물 제작 및 설치(’11. 5월～’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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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물

ㅇ 최종 후보 사례 목록

ㅇ 회의 시나리오

ㅇ ISC 제3차 회의 관련 사진 자료

ㅇ Action Paper(회의 준비 문건)

ㅇ 회의 발표자료 2건

- Progress Report for OCBPA and ISC

- Selection and Analysis of Candidates Cases



－ 315－

< 참고자료 1 >

최종 확정 사례 목록

분류 우선
순위 사례 기관 소재지 기관분류

과학

기술

(4건)

1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 (GOOS) IOC 프랑스 국가

2
열수분출공(Hydrothermal vent),
심해잠수정(UUV, ROV, AOV)

JAMSTEC 일본 연구소

3 해양생물조사 Census of Marin
Life 미국 국제

프로그램

4 세계 해양관측 파트너쉽 POGO 영국 국제기구

산업

비즈니스

(3건)

1 심해 광물 자원과 채굴 기술 Nautilus Minerals
Inc. 캐나다 기업

2
첨단수산양식기술
(외해 가두리, 대규모 연어양식)

Ocean Spar Inc. 미국 기업

Marine Harvest 노르웨이 기업

3 친환경 조력 발전 설비 시화조력발전소 한국 기업

정책

(3건)

1 지역적 연안통합관리 NOWPAP(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한국 국제기구

YSLME(UNDP/GEF) 한국 국제기구

2 해양보호구역 NOAA 미국 공공기관

찰스다윈재단 에콰도르 국제기구

3 수족관과 박물관 Nausicaa
(World Ocean Network) 프랑스 공공기관

* 기타 확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서면 의견 취합 후 선정 여부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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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

The Script of the Scenario

15:25 ANNOUNCEMENT

M.C :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meeting will start immediately.

Please be seated and stay on for the meeting.

M.C :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open our

meeting.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Hyunjoo Kang, the Directo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Expo 2012 Yeosu Korea and I am very honored

and pleased to be the moderator of the 3rd Session of ISC Meeting.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for the attendance at the ISC Meeting,

in spite of busy schedule.

Today's meeting in Busan is the third ISC meeting which is following the

second meeting held in Paris, France last May. At that time, we set up the

third meeting during the World Ocean Forum 2010, considering the busy

schedule of the ISC members.

Now, before we start the meeting, let me briefly announce meeting

procedure. Please see page No. 00 on your document. At first, Mr.

Loscertale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IE, who will be the chairman of the

meeting will call to order, and he will give us a brief welcoming address.

Then the agenda of the meeting will be adopted, and the ISC members will

be introduced. Today, there are 11 ISC members attended, of which 2

members are present as attorneys. After that, I will explain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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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of the OCBPA after the 2nd ISC meeting, and followed by short

briefing on documentation and analysis for final candidates of OCBPA by Dr.

Seungmin Choe of KORDI,

Then Chairperson of the ISC, Mr. Locertales, will host the discussion session

on the final selection of OCBPA and other issues. After that, Mr. Keun-Soo

Kim, the secretary general of ISC as well as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Expo 2012 Yeosu Korea will present this heartfelt thank-you remark. Finally,

Mr. Loscertales, Chairman of the meeting will announce the closure of the

whole meeting and there will be the commemorative photo taking in front of

the banner of the meeting.

From now on, Mr. Loscertales, chairman of the meeting will preside over the

meeting.

15:30 CALL TO ORDER AND WELCOME SPEECH

CHAIRMAN : Organization of the Meeting

- Adoption of Agenda

- Introduction of the members

․ Biliana Cicin-Sain, Head of Secretariat, Global Ocean Conference

, Nicole Glineur, Program Manager,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Carl-Christian Schmidt, Division Head, OECD

․ Philippe Vallette, Co-chair, World Ocean Network

․ Paul Holthus, Executive Director of WOC

․ Raphael P.M. Lotilla, Executive Director of PEMSEA

. Mr. Keun-Soo Kim, Secretary General, Ogarnizing Committee for Expo

2012

․ Dr. Seungyong Hong, Chairman of Green Growth Ocean Forum

․ Dr. Woong-Seo Kim, attorney of Dr. Jeung-Keuk Kang, President of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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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Ki-Hyung Hwang, attorney of Dr. Hak-So Kim, Presiden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Wendy Watson-Wright, Executive Secretary of UNESCO/IOC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Efthimios E. Mitropoulos, Secretary General of IMO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Ahmed Djohlaf, Executive Secretary of CBD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Billy Causey, Director of NOAA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Susan K. Avery, President of WHOI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Yves Henocque, Prospective and Scientific Strategy Theme Leader of

IFREMER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 Patricio Bernal, Coordinator of IUCN could not come to the meeting

CHAIRMAN : Introduction of Documentation and Time Table.

15:40 PROGRESS REPORT OF OCBPA

CHAIRMAN : Next, progress report of OCBPA will be presented by Ms.

Hyun Joo Kang, Director of OCBPA division, Organizing Committee for Expo

2012 Yeosu Korea

- Progress Report of OCBPA by Ms. H.J.Kang

CHAIRMAN : Thank you. I expect it's good chance for all the ISC members

to understand what Expo organizing committee has done for the OCBPA.

16:00 PPOCEDURE FOR THE FINAL SELECTION OF OCBPA AND

ANALYSIS OF CORE OCBPs

M.C : Now, candidate list for final selection of the OCBPA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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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r. Choe of KORDI. The working group of OCBPA which is consisted of

many experts from various fields, has reviewed and analyzed the candidate

cases which was chosen among 27 written applications and 27 preliminary

candidates selected at the 2nd meeting in Paris. The 15 candidates for the

final selection of OCBPA and the summarized analysis of core OCBPs are

prepared and presented here for the convenience of the ISC members. Now,

I am introducing Dr. S.M. Choe. Dr. Choe, please~

- Progress and procedure for final selection of OCBPA by Dr. S.M. Choe

- Introduction of the core OCBPs by Dr. S.M.Choe

M.C :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16:20 DISCUSSION AND FINAL SELECTION OF OCBPA

M.C : Now chairman of ISC, Mr. Locertales will host discussion for the

selection of OCBPA. Please refer to the Appraisal Sheet on page No. and fill

up the blank on the form.

- Discussion for the selection of OCBPA hosted by the Chirman

16:40 OTHER ISSUES TO BE DISCUSSED

CHAIRMAN : Now we will have time to discuss two issues to operate ISC.

The one issue is about 4th ISC meeting. We will discuss about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 The meetings will be held with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of Expo Yeosu Korea will support them through

the sponsorship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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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uccessful conferences, roles at the conferences will be provided to

all ISC members

- Positive consideration for the prior documentary resolution on the level

of the careful concern for the members' schedules

If you do agree with this method, we will adopt decision making when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agree.

The other issue is an Issuance of the Certificates for the OCBPA Participants

and the Award for the Best of OCBPA.

- Bestowment of prestige and authority by issuing the certificate for all

selected cases

- Inducing competition among participants through awarding of 'Best of

OCBPA'

We will discuss about formality and method for issuance of the certificate

and ward. ............................

If you do agree with this method, we will adopt decision making when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agree.

16:50 THANK-YOU REMARK AND CLOSURE

M.C : We are about to close the meeting. Before Chairman, Mr. Loscertales

will announce us a official closure of the meeting, Mr. Keun-Soo Kim,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SC will give us a short speech. Mr. Kim Please~

- Thank-you remark by Mr. Keun-Soo Kim

- Closure by Mr. Loscert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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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Once again, I deeply appreciate all the ISC members to attend the 3rd

ISC meeting. I hope that the outcome we achieved here today will be

reflected in the continuous work of OCBPA and we can have more detailed

and concrete development of OCBPA exhibition design at the 4th meeting in

April next year. Until then, I would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and

many advices on OCBPA in the future. I wish you will enjoy beautiful

season of autumn here in Busan and good luck during your st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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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3 >

ISC 제2차 회의 관련 사진 자료

1. 회의 시작전 인사 장면

김근수 사무총장, Carl-Christian Schmidt, V. G.
Loscertales, 홍승용 총장

김근수 사무총장, Raphael Lotilla, 홍승용 
총장

2.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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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OCBPA 제3차 ISC 회의록

1. 개회

 □ ISC추진경과 및 진행순서 설명 : 강현주 OCBPA과장

2. 환영사 : Loscertales 사무총장

□ OCBPA의 중요성 강조

ㅇ 박람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소개하는 자리이자, 박람회 주제와 연관

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OCBPA가 매우 중요한 혁신이 될 수 

있음을 언급

ㅇ 많은 국가 및 기관과 협력하고 시민과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두 번 다시없

는 기회이므로, 기후 문제를 포함하여 바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

3. OCBPA 추진 현황 소개 : 강현주 OCBPA과장

□ OCBPA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 향후 일정, 홍보 전

략 등 설명

4. OCBPA 최종 우수 사례 도출 절차 및 분석결과 발표 : 최승민 박사(해양연구원)

□ 최종 후보사례 도출과정 및 절차, 15개 핵심후보사례에 대한 개요 및 선정

사유 등 설명 

※ OCBPA 15개 분야 : 전세계 해양관측시스템, 열수분출공 및 심해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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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조사, 세계 해양관측 파트너쉽, 해양탐사선, 초대형 선박건조, 심

해 광물자원 채굴 기술, 담수화 산업, 수산양식기술, 조력발전 설비, 녹색

형광단백질, 초대형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지역적 연합통합관리, 해양보호

구역, 수족관과 박물관

5. ISC 위원 주요 의견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Carl-Christian Schmidt

ㅇ (과학기술) GOOS의 경우, 기후 변화와 아울러 전세계 관측이라는 측면에

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평가

ㅇ (산업분야) 심해 광물 채굴 기술은 중요한 분야이며, 열수분출공 사례와 

연관지어 과학이론과 그 활용기술을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ㅇ 우수 사례에 관광 산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WOC(세계해양산업협회) Paul Holthus

ㅇ (과학기술) 열수분출공 사례는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발견에 초점을 두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기술과 진보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는 의견 제시

ㅇ (산업분야) 그린쉽과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외 다른 기업과 접촉시 협조 의

사 언급

ㅇ 담수화 산업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임을 언급

ㅇ 해운 산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잘 전

시해야 함을 강조

ㅇ 주요 핵심 산업 분야를 8개 먼저 선정한 뒤 우수 사례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관광, 수산업, hydro carbon, offshore energy, non-renewable energy, 재

생가능 에너지, 양식,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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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F(국제환경기금) Nicole Glineur

ㅇ (과학기술) GOOS가 국제적으로 훌륭한 사례임에 동의하며, 성공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G20 전시관 조직위를 만나 전시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

ㅇ (산업분야) 그린쉽의 경우, 삼성중공업에 다른 시추선과 다른 점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

ㅇ 담수화 산업과 관련, 전세계 물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성을 언급

ㅇ 수산 분야에 ISSF 추천

※ ISSF :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ㅇ (스토리라인) 전시에 대한 스토리라인의 필요성을 재강조

□ World Ocean Network(세계해양네트워크) Philippe Vallette

ㅇ (과학기술) GOOS와 같은 글로벌 관측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

시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강조

ㅇ 열수분출공 사례는 미래 장래성이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대부분이 공

해 지역으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와 함께 넓은 범위에

서 다루어야 함을 제안

ㅇ (산업분야) 해양탐사선 SeaOrbiter는 미래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시각적

이며 훌륭한 프로젝트이자 교육도구로서, World Ocean Network 전시와 

함께하는 방안을 제안

ㅇ 그린쉽은 해운산업의 상업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야임을 언급

ㅇ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산업 부분이 산업 부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Raphael P. M. Lotilla

ㅇ (산업분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대

응 방법 소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ㅇ (스토리라인) 전시와 관련하여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

□ GOC(글로벌해양포럼) Biliana Cicin-Sain

ㅇ (과학기술) 세계해양관측협력기구(POGO)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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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을 보여주고 있고,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분야로 재분류되어야 함을 

주장

ㅇ Census of Marine Life는 매우 훌륭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

고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

ㅇ (해양정책) 우수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사례 목록이 빈약하

고 brainstorming을 통해 우수사례 추가할 필요성 언급

ㅇ (스토리라인) ISC 사무국에서 공통된 주제와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수사례를 어떻게 전시할지에 대한 개념틀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

□ 녹색해양포럼 홍승용 회장

ㅇ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급변하므로 2020, 2050년을 구상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전에 대해 고민하고, 생태 중심의 접근법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며, 극

지방 관련 연구와 함께 융합 기술(예-해양풍력발전, 위성을 이용한 해양 

관측)에 대해 생각할 것을 제안함

ㅇ (해양 정책) 우수한 사례 보유국을 선택한 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하

여 최고의 해양 정책 사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스토리라인) OCBPA 관람객에게 전해줄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각각의 

분야에 대해 미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김근수 사무총장

ㅇ (스토리라인) 전시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핵심 사례

를 먼저 선정한 뒤, 스토리라인을 결정할 것을 제안

6. 폐회 : Loscertales 사무총장

□ ISC 위원들 의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 줄 것을 당부

□ 4차 회의에는 좀 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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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킹그룹 회의록

□ 워킹그룹 회의록(2010.6.16)

회    의    록
일    시 2010년  6월  16일( 15:00∼ 18:30 )
장    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상황실

회의안건
공모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방안 및 OCBPA 후보사례 
전시연출 방향

주   요   내   용

■ 공모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방안

○ 국제협력과장(오양진)

- 우리나라에 비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해외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용량을 

많이 차지 않은 그래픽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

- BIE 로고를 우측 상단에 나타내는 것이 좋겠음

○ KORDI(강현주 박사)

- 장애인 등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평준화가 필요하며 휴대폰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구축

- 홍보인지 공모인지 목적에 적합하게 구축 필요

○ KORDI (권석재 박사)

-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으로 예산이 들어감

* 공모 단계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기능적으로 구축

* 11월 이후 선정된 사례를 활용하여 홍보 기능 추가

○ 애니파인더(금대호 부장)

- 지적된 수정사항은 기능보다 오타나 링크 오류가 다수였음

- 표준 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차적으로 기능 추가할 계획

- 무선(휴대폰) 기능은 추가 개발 필요하며 개발기간과 비용 문제임

(기술인력 사용범위가 확대되므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는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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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DI(강현주 박사)

- 공모를 위한 사항이면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전시공간에 대한 충분한 안내 필요

* 기본전시계획을 제시하여 공모 참여자들이 제시된 면적 등에 맞게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

○ 주제관과장(김경율)

- 공모홈페이지는 4가지 주요 기능이 중요함

1. 참가자가 OCBPA의 개념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능

2. OCBPA 에 대한 홍보기능 : 사전에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품 제작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전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ISC, BIE 등과 정보교환 기능

4. ISC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능

- OCBPA에 대한 자문위원회 활동내용 등을 게재할 필요

○ 해군사관학교(최영호 박사)

-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각 나라의 해양관련 엠블렘, 문학작품 등을 게재하

면 좋음

- 공모 후 선정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선정되지 않은 사례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엑스포 및 OCBPA 홈페이지 비교시 내용이 더 중요하며 색채 및 디자인을 다음 

순위임, 그림, 폰트 등 기능을 7개 이내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은 

혼란을 초래함

○ KORDI(권석재)

- 공모사례들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공모에 주안점을 두고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한 바 있으며 공모 진행과정에서 

순환적으로 공모작들의 홍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아사이언스(곽수진 팀장)

- OCBPA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별도의 네이밍이 필요

- BPA라는 개념을 얻기 위해 상해 UBPA 등의 샘플을 보여주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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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관과장(김경율)

- 세계우수해양전시관이라는 명칭으로 외교부에 공문 발송한 바 있고, 좋은 의

견이 있으며 제시바람

○ 국제협력과장(오양진)

- 한글내용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기능이 많아 외국인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음

○ KORDI(강현주 박사)

- 상해 샘플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좋음

○ KORDI(김웅서 박사)

- 명품관이라는 명칭이 이해하기 쉬울 것임

○ 국립수산과학원(오현주 박사)

- OCBPA 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참가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참가자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주제관과장(김경율)

- OCBPA 는 상해 UBPA 이후 두 번째이며, 상해 UBPA는 개념 및 취지를 살리

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동아사이언스(곽수진 팀장)

- 홈페이와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물방울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KORDI(강현주 박사)

- 독립적 기능으로 홈페이지를 엑스포 홈페이지와 별도로 구축 필요

○ 국제협력과장(오양진)

- OCBPA는 중요한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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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전시총괄과장(이시원)

- OCBPA 홈페이지는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사례를 공모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OCBPA 개념이 모호하여 국제관 등의 전시내용과 중복 우려가 있어 차별화 

연구가 필요

○ 국립수산과학원(오현주 박사)

- 참가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절차도 명시할 필요

○ 해군사관학교(최영호 박사)

- OCBPA의 기본철학이 있어야 하며, Area를 공간으로 볼 것인지 장소로 볼 

것인지가 중요함

* 공간은 동질성과 차별성, 장소는 상호이해와 이질성이 존재

○ 해양전시총괄과장(이시원)

- Q&A 기능을  추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필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박성희 사무관)

- OCBPA 단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설명문이 자동으로 뜨는 말풍선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음

○ 동아사이언스(곽수진 팀장)

- 글자체는 전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좋지 않으며 더 나

은 글자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 자체개발이 필요

- OCBPA 신청에 있어 컨택트 대상이 주제관과로 할 것인지 KORDI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함

○ 주제관과(이정순)

- 우수사례 공모 신청시 카테고리, 키워드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 나열하여 보는 

사람이 보는데 편리하게 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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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관과(강치득)

- ISC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추진기획단(홍수미 사무관)

- 메인 홈페이지는 첫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 디자인 측면에서 OCBPA 상징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음 (시각적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

* 엑스포 홈페이는 아쿠아리움 홈페이지 같은 느낌을 줌

■ OCBPA 후보사례 전시연출 방안 

○ KORDI(강현주 박사)

- 전시면적, 전시범위, 기본조건, 제한요건, 재원부담 등 명확히 제시 필요

○ 해군사관학교(최영호 박사)

- 외국의 전시 참가자들이 여수엑스포 성공 일원이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공관을 초청하여 감동을 줄 필요

- 전시물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이 동서양이 다르며, 서양은 고정적이며 원근법

적으로 바라보며 동양은 유동적으로 관람 후에 자신만의 생각으로 재구성함

으로 아이템을 고를 때 차별을 줘야 함

- 큰 대나무가 주변의 작은 대나무의 자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자라듯이  작은 

전시물에도 정성을 쏟아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지나가면서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하는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며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상상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해군사관학교(최영호 박사)

- OCBPA는 개도국 등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하기는 곤란하며,

해양문화에 있어 인어공주 또는 콜럼버스 등 문학적인 것도 효과적임

○ 국립수산과학원(오현주 사무관)

- 고객을 끌어 모으는 방법  차별화 필요 : 아이와 부모는 아이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법, 어른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등 정해진 

아이템(우수사례)에 툴(아날로그, 디지털)을 고려할 필요

ex) 플랑크톤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먹이사슬로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스토

리텔링을 감동적이고 이해가 쉽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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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DI(강현주 박사)

- 전시물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관전 포인트를 미리 제시 필요

- 관람객이 정체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감동적 요소(시각적이고 미학적인 영상, 신비함, 메시지) 고려 필요

- 지구와 해양 환경이 개인 삶과의 연관성을 인과적으로 보여줄 것

- 새로운 기술이 열어줄 미래 삶 등 비전 제시

- 정책부분은 메시지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철학적인 영상으로 구성

※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GOOSE↔생태계”를 연계하는 방안,

해양과학 및 정책을 집대성하여 미래세상을 보여줌

○ 국립수산과학원(오현주 사무관)

- 아바타와 같이 현존하는 기술들을 모아 향후 발전상을 보여줄 필요

○ KORDI(강현주 박사)

-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근처에 있는 정보를 현실같이 보여줄 

필요

○ 해군사관학교(최영호 박사)

- 단순한 민족적 자랑이나 애국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벼랑위의 포뇨, 아바타”

와 같이 관람객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동아사이언스(곽수진 박사)

- 주제전시와 OCBPA 전시 요소가 동일하여 차별화와 동선 설정이 중요함

- 작은 실물 전시와 관련해서 공간연출도 중요함

- 오리엔테이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함

○ 국립수산과학원(홍수미 사무관)

- 전시장을 돌고 나오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것 같이 영상, 사운드, 실물 

등을 구성할 필요

- 따라서 관련된 여러 방면의 인력 풀(pool)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함

○ 동아사이언스(곽수진 박사)

- 어워드를 위해 섹션화를 고집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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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회의록(2010.8.20)

회    의    록

일    시 2010년  8월  20일( 10:00∼ 12:00 )

장    소 현대빌딩(계동) 3층 대회의실

회의안건
“OCBPA 사례조사 및 ISC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워킹그룹회의 개최 알림

주   요   내   용

○ 해외총괄과장 (김영소)
- 기획초청전시와 공모전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시총괄과장 (이시원)
- 기획초청은 조직위에서 유치활동을 통해 초청하는 것이고, 공모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 후 평가선정하여 전시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추진현황을 볼 때 그 의미가 모호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형)
- 전시면적에 비해 유치 목표 30건은 너무 많으며  꼭 필요한 전시대상이 제외되

는 사례가 없어야 함

- MPA, Marine Spatial Plan, Adaptation 등을 포함하여 활용의지가 

강한 나라(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사례들은 전시대상에 포함할 필요

- 심해저광물(노틸러스, 인도), 궁극적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에너지, 심해저 양식 등도 포함하여야 함

- Geo Engineering은 전시 효과가 낮고, 심해장비기술보다는 심해사업․시스

템․제도․프로그램으로 고려할 필요

- 산호초 프로그램은 의미상 중요

- 에너지 분야는 너무 다양해 일부를 선택해야 함

- 수산 분야에서는 자원관리가 중요함

○ 전시총괄과장 (이시원)
- OCBPA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개방형 오픈 전시 또는 예약 제 제한

전시”로 할 것인지는 전시 아이템이 확정된 이후 전시아이템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 임

-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기업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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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측면에서, 전시 지원 범위가 결정되면 홍보․유치 전략이 달라질 수 있

을 것임.

○ 과천국립과학관 (이정구)
- 과천과학관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전시관(1층 어린이과학관)의 운영경험을 볼

때, 전체 공간 중에서 실질 전시공간 비율은 30% 미만으로서 현재의 OCBPA
전시공간이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목표로 하고있는 30여개의 BPA 를 모

두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관람객의 이동성과 공간도 생각해야 하며, 쾌적한 전시 공간 고려해야 할 경우 

BPA 10여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관을 

추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일반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전문가도 만족할 만한 전시관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심도있는 전시형태 및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가급적 초청전시 위주로 집중해서 전시연출계획을 수립하고 자유공모 전시

에는 경비와 노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유공모로 유치된 사례 중에서도 내용이 중요하거나 재미있을 경우  초

청전시코너에 전시하고, 초청전시 대상 중에도 전시연출방법이 미흡할 경우 일

부는 공모전시코너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즉, 전시공간연출상 자유공모전시과 초청기획전시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단 (홍수미)
- OCBPA 공간 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외국의 전시물 도입에 따른 운송기간 및 제작기간등을 감안하면 일정상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사전 기획단계부터 전시전문 업체를 먼저 선정하여 

전시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전시연출공간구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경험상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관의 전시물을 섭외하여 전시조건을 협

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꼼꼼히 챙겨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초기 

섭외단계부터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림.

○ 전시총괄과장 (이시원)
- 1층 전시시설업체(시공테크)와 긴밀히 협의하여 OCBP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제관전시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협상시 OCBPA과에서 적극 참여하여 의견

을 개진해 주길 바람. 특히 주제관과 OCBPA관과의 연계성 확보 및 차별화

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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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사이언스 (곽수진)

- 현재의 공간구조상 영상관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로비 벽면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전시하고, 로비에서 관람객 통행이 자유롭게 하여  구분된 

3개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주제관 1,2층 동선구조를 볼 때, OCBPA관을 1층 주제관 도입을 위한 대기공

간으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함.

- OCBPA는 관람객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전시사례가 

대부분이므로, 개별 참가기관에 전시연출을 전적으로 맞길 경우 참가기관별 전

시물의 수준과 형식에 일관성이 없게 되고, 또 1층 주제관에서 화려한 전시물

에 노출된 관람객들의 기대수준에 맞출만한 핵심전시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직위측에서는 OCBPA가 주제관에 위치한 만큼 OCBPA의 전시연출 

수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직위에서 기본적인 전시

연출계획을 가지고 참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전시방향 및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시대상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겠음

○ 동아사이언스 (곽수진)

- 실무경험을 볼때, OCBPA의 성격상 전담 전시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홍수미 사무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OCBPA과에서는 현재 수행하

는 행정업무 및 ISC 사무국 기능 수행 등으로  10여개참가기관으로 부터의 

소소한 요청사항 및 점검사항 등을 세세하게 챙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시

연출 경험이 있는 전담 전문 코디네이터를 꼭 활용할 것을 진지하게 권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형)

- OCBPA가 주체국 전시관 성격인지 참가국 전시관(국제관) 성격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임

○ 해외총괄과장 (김영소)

- 기획초청은 조직위가 전시 연출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 전시총괄과장 (이시원)

- 기획초청, 공모 전시로 구분한 것은 단지 유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조직위 차원에서 성공적인 OCBPA를 위해 전시가 꼭 필요한 필

수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상 기획이나 공모를 구분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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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 김웅서박사에게) 지난 5월 파리 회의(ISC)에서 정해진 사례목록은 의

미가 무엇인지?

○ 한국해양연구원 (김웅서)

- 편중되지 않도록 아이템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카테고리와 27개 사례

를 전시대상 후보로 선정하였음

- 영상(MPA 등), 게임(정책), 산업(해저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 수월하게 

전시할 수 있음

○ 한국해양연구원 (최승민)

- OCBPA 전시관의 관람대상을 전문가로 제한할 것인지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

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BIE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국제협력과장 (오양진)

- OCBPA는 BIE의 중요한 업무로 관심이 많으므로, OCBPA 유치에 애로가 있

다면 BIE의 협조와 개입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BIE 입장에서는 유치대

상 기관에 BIE 명의의 협조 문서 발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형)

- 현재로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적 홍보(브로

셔 배포등)를 자제하고 타겟을 정해 타겟별 홍보전략에 따라 유치활동을 수행

해야 할 것임.

- 추가 유치가 필요한 사례목록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우수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

해 접촉 대상을 미리 섭외한 후, OCBPA과에서 직접 대상기관의 실무자를 만

나서 실무협의를 통해 유치의사를 타진한다면, 무리없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됨. 해양연의 우수한 해외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길 권고함.

○ 한국해양연구원 (김웅서)

- 해양산업분야는 기네스 개념(세계적으로 가장 큰 배, 세계적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는 잠수함 등)으로 추진할 필요

- 전략에 따라 일반적 홍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브로셔 등의 홍보물

은 추후 OCBPA를 알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전략적으로 타협할 때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진행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업무는 생략하고 꼭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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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회의록(2010.8.26)

회    의    록
일    시 2010년 8월 26일(12:00∼ 15:00)
장    소 서울역 그릴
회의안건 OCBPA 대상과제 평가 자문회의

주   요   내   용

■ OCBPA 선정  관련 

○ 여수세박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전시아이템 선정도 중요하지만, 10월까지 서면결의를 받기 위한 의견을 

받아야 함

- 전시아이템을 선정하고 개별 의견을 전해 주어야 하며, 초청 전시와 공모 

전시를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음

- 공모 전시여도 사례가 좋다면 핵심 전시로 가능

-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은 관람객 투표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

○ KORDI (김웅서 박사)

- JAMSTEC이 OCBPA전시에 대해 관심이 높고 (총 7개의 사례 제출),

JAMSTEC이 BPA로서 손색이 없으므로 기관 자체를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KORDI (강성길 박사)

- JAMSTEC은 두 카테고리 - 관측과 탐사장비-로 묶어서 전시하는 것이 좋으며,

시추선 등의 탐사장비를 전시하는 것도 좋음

○ KMI (임진수 박사)

- JAMSTEC만 시추장비를 전시한다면 무리가 있음, 세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는 잠수정이라고 소개하면 문제가 없지만, JAMSTEC이란 이름으로 

전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보여줘야지,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은 흥미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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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사이언스 (곽수진 팀장)

- 전시기관을 정하는 게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며,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BPA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또한 Contact point가 

정확한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OCBPA 과제 평가 및 선정

○ 공통: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우선 되어야 할 BPA를 선정하고 해당  BPA와 관

련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락할 순서를 정함

○ KORDI (김웅서 박사)

- POGO와 GOOS의 사례는 하는 역할이 겹치며 POGO는 다소 정책 분야와 

가까움

- 녹색형광단백질의 겨우, BT에 포함 가능할 듯

○ 동아사이언스 (곽수진 팀장)

- 국가기관인지 비영리인지 염두해 두어야 함

I. Marine Science & Technology

① GOOS

② POGO

③ Hydrothermal vent: WHOI를 우선적으로 컨택  

④ CoML

○ KMI (임진수 박사)

- 선박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유념

- drillship은 다소 배같지 않고, 컨테이너나 크루즈선이 배같이 보임

- 세계 3대 크루즈선을 인수한 STX와 연락을 해 봐야 함

- 수산 분야에서 바다 목장을 뺄 수 없으며, 수산 분야가 소외되어서 

부제관이나 주제관에라도 전시되어야 함

○ KORDI (김웅서 박사)

- 삼성과 두산 등에서 기업관에 참여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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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박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해상 광산 분야에서는 캐나다가 우수하니, 캐나다 Nautilus에 연락해야 함

- 선박 분야에서 1, 광업에서 1, 담수화 산업에서 하나씩 선정해야 함

- 개관할 때, 참여자에서 증명서를 증정하고 기사를 배포한 뒤 마지막에 

최우수상을 수여, 관객이 투표해서 결정한다면 참여도 높일 수 있음

○ 동아사이언스 (곽수진 팀장)

- 작동 체험이 추가되면 정체가 되므로, 전시를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II. Marine Industry & Business

① SeaOrbiter

② 선박: 시추선 (삼성중공업), 크루즈쉽 (STX)

③ 광업: Nautilus

④ 담수화: 두산중공업 

⑤ 수산: 스웨덴, 시애틀, 스페인 등 미국 v. 유럽 

⑥ 에너지: 시화호 조력발전 

⑦ MBT: 페이퍼, 에탄올, 펄프, 약, 화장품 등 BT 제품을 묶어서  전시 

○ KORDI (권석재 박사)

- NOAA와 연락하면, 개별 연락보다 쉬울 수 있음

III. Marine Policy

① MPA: 여러 MPA 사례를 묶어서 전시

② Regional Co-operation : 해양 관련 지역협력 사례를 묶어서 

전시(LME(YSLME)/Regional Seas Programme(NOWPAP)/PEMSEA)

③ Aquarium and museum

* 남아공 (17번사례 보류)

○ KORDI (김웅서 박사)

- 해양보전지역 사례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최우수상 수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40－

○ 여수세박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해양보전지역이라는 큰 제목 아래, 습지와 산호초 부분을 함께 넣는 것도 

가능

○ KORDI (강성길 박사)

- 해양정책 분야는 단편적인 특정사업 위주보다는 관련 정책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형태로 해서 관련 세부사업 집행사례를 묶어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 

(예: MPA, 지역협력 등)

○여수세박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평가회의 이후에 KORDI 측에서 각 기관의 담당자와 접촉하여 조직위에서 

컨택하였을 시 업무진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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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회의록(2010.9.9)

회    의    록
일    시 2010년 9월 9일(14:00∼ 16:00 )
장    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참석자

고석만 감독, 구근회 감독, 한긍수 감독, 양지혜 감독, 장혜영 

PD, 강현주 과장, 강치득 주무관, 장현주 과원, 권석재 박사,

신수연 연구원
회의안건 OCBPA 추진관련 감독관회의

주   요   내   용

■ OCBPA 선정  관련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고석만 총감독)

- OCBPA의 두 가지 덕목이 하나는 세계 최첨단 해양사례를 전시하는 것으로 

180평 규모의 좋지 않은 조건 하에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제관과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임. 이 두 부분을 

주제관에서 대변할 만한 결정적인 것이 OCBPA관에서 나와줘야 함.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상해엑스포는 전시물의 디테일을 볼 수 있기보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심이었음. OCBPA전시는 과학전시와 상해엑스포 전시의 중간쯤이 될 

것임.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고석만 총감독)

- OCBPA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교육과 재미를 혼용해야 할 것이며 주제관과의 

연계성을 속히 해결해야 함. 또한 시의성을 고려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인지를 파악해야함. 천리안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바다 

속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좋음.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긍수 감독)

- 주제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OCBPA가 내용상 어렵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흥미를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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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양지혜 감독)

- 엑스포 홍보가 중요함. 전시의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대해 정리가 

필요함. 예를 들면 학습이라는 요소에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하면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 엄마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긍수 감독)

- 전시장 흐름상 빠져나가는 시간이 OCBPA의 경우 20분 내외가 될 것인데,

해당 전시는 눈으로만 봐서는 흥미를 느끼기가 어려우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함. 따라서 설명 등을 통해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함. 3분정도 봐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6개 이상 사례를 

전시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영상중심의 전시방향이 좋을 

것임. 각각의 전시 아이템을 좀 더 심도 있고 또한 흥미롭게 꾸며야 할 텐데,

예를 들면  해양 정책의 경우는 현재 섬나라가 가라앉고 있다는 중요 이슈를 

먼저 보여준 후 관련 문제에 관련한 해양 정책을 소개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장혜영 PD)

- 다른 관 전시내용들을 볼 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컨셉 정도 수준이었는데 

OCBPA의 전시사례리스트를 보니 잠수정이나 조력 발전 등 구체적인 실체가 

나와 있어 좋은 것 같음.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고석만 총감독)

- OCBPA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제관과의 

연계문제는 타임스케줄을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OCBPA의 진행스케줄이 

차이가 있어 걱정됨. 전시업자 선정도 전체방향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강현주 과장)

- 중국은 상해엑스포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국민계몽성의 효과가 있을 것임. 여수엑스포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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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OCBPA 신청기관 소개

1  OCBPA 신청기관 소개

신청기관 소개

국립기상연구소(met

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4월15일 발족해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은 기후특성

을 조사․분석하고, 예보 기법을 연구․개발하여 기상업무발전과 산

업발달에 기여하는데 있다. 주요기능은 대기의 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해양기상과 지진, 해일 및 

해난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위성기상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환경기상, 미기상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

구, 대기 중 물순환, 기상조절 및 레이더 기상에 관한 연구 등이다.
www.nimr.go.kr
참여사례

-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립수산과학원

(NFRDI,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921년 5월에 창설하여, 기술이 선도하는 풍요로운 바다산업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자원의 관리, 조성 및 공학기술

에 관한 연구개발, 유용수산생물의 증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물의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어장환경의 

변동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www.nfrdi.re.kr
참여사례

- 고온고속발효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제조기술개발

- 넙치 육종기술개발 및 산업화

-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 첨단 자동무인항법에 의한 해양모니터링기술

-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전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국제기구로 설립하였으며, 자원과 자연의 관리 및 동식물 

멸종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야생동물과 야생식

물의 서식지나 자생지 또는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

기 위해 자연보호전략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2002년 

당시 76개국에서 104개 정부기관과 720개 민간단체가 가입하였고, 한

국은 환경부와  5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www.iucn.org

참여사례

- 유럽의 국제 와덴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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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소개

국토해양부(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국토해양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로 시작되어,

건설부, 건설교통부를 거쳐 2008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를 통합한  국토해양부가 되었다.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을 

비롯해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편리한 교통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mltm.go.kr

참여사례

- 랑스(Rance) 조력발전소

-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 실시간 해양생물출현탐지시스템을 이용한 연안해역관리방법

- 시화호 조력발전소

- 심해 광물자원재발과 심해저광업기술

- 전지구 해양 관측망

- 전지구 및 지역 해양관측/예보시스템 구축

- 해양극한 심해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발견 : 해저열수광상

- 21세기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심해광물자원개발과 심해저

광업기술

- PEMSEA의 동아시아해역 연안통합관리 확대․적용 전략

노지카 

국립해양센터

(Nausicaä Centre
National de la Mer)

프랑스 북동부의 주요 어항이자 해안관광도시인 불로뉴쉬르메르

(BoulognesurMer)에 있는 프랑스 국립해양센터이다. 대중들에게 바다

의 중요성과 풍요로움을 널리 알리고 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생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노지카는 단순하게 해

양생물을 관람하는 전시관이 아닌 해양생태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

는 전문연구센터이기도하다. 해양연구와 관련된 다채로운 종류의 토

론회, 강연회 등을 연중 개최 할 뿐아니라 유네스코(UNESCO)를 비

롯한 다양한 국제단체와 협력하여 특별전시회나 대규모 연구프로젝

트, 환경운동평가, 어린이 및 청소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ww.nausicaa.fr

참여사례 

- 대중을 위한 해양, 수산과학기술 교육의 산실 아쿠아리움

노틸러스미네랄

(Nautilus Minerals
Inc.)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의 영해지역 등을 

탐사하여 해양석유와 가스 산업 생산 시스템을 새발하고 있는 회사

이다.

www.nautilusminer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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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소개

참여사례

- 심해광물자원과 채굴기술

대우조선해양㈜(Dae

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1973년 10월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출범해, 2000년 10월 대우조

선공업(주)으로 분리․독립했다.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잠

수함  및 구축함 등을 생산하는 조선해양 전문그룹이다.

www.dsme.co.kr

참여사례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FPSO프로젝트

- 심해용 반잠수식 시추선

- 초대형 원유운반선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 LNG-RV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해역 국가 간 해양생태계 보호,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

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GEF의 재정지원하에 1994년 설립되었으

며, 현재 11개(한국, 중국, 일본,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

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동티모르)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EMSEA의 지정학적 관할해역은 동아시아 지역 6개 해역(황해, 동중

국해, 남중국해, 술루-술라웨시해, 인도네시아해, 태국만)을 포괄한다.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PEMSEA는 연안통합관리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CM) 프로그램을 동아시아역내에 

확대․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www.pemsea.org

참여사례

- 동아시아해역 연안통합관리 확대․적용 전략

두산중공업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수성과 확장의 조화를 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삼은 두산중공업은 사업

의 안정적인 토대를 굳히고 성장의 행보 또한 힘차게 내딛었다. 선진 

외국기업과의 다각적인 제휴를 통해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www.doosanheavy.com

참여사례 

- 해수담수화

랑스조력발전소

(Rance tidal power

plant)

조류를 동력화 하기 위해 프랑스의 공학자들이 1961~67년에 브르타

뉴의 생말로 만에 만든 랑스 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웠다. 세계 최초의 

조력 발전소로 1967년, 프랑스의 북서부의 랑스 강어귀에 조성되었으

며, 이 발전소는 현재 세계최대의 조력 발전소로 최대 13.5m, 평균 

8.5m의 조차를 이용하여 10MW발전기 24기를 설치, 시설용량은 

240M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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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례

- 랑스 조력발전소 (이광수)

미국해양대기관리처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연방정

부기관으로 약어는 NOAA이다. 지구의 환경 변화를 예견하여 국가의 

해안과 해양자원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데 설립 목표가 있다. 관장 

업무는 해양ㆍ기상ㆍ수산 업무, 환경 위성 자료 관리, 해양 대기 연

구  등이다. 환경 평가 예측을 위한 전략 목표는 사전 경고와 예측,

계절별 및 연간 기후예측, 10년에 걸친 평가와 예측, 안전한 운항 증

진  등이다. 더불어 환경 수호 차원에서의 전략 목표는 수산업 및 건

강한 해안의 환경을 유지하고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www.noaa.gov

참여사례

- 기름 및 유해물질 유출오염사고 방제지원체계

- 넙치 육종기술개발 및 산업화, 해양보호지역

- 자연보호단의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 전지구 해양 관측망

Marine Current
Turbine Ltd.

　

www.marineturbines.com

참여사례

- SeaGen 조류발전 시스템

바이오니아 

(bioneer)

1992년 창업 이래 유전자 합성 기술의 국산화로 국내 최초로 합성 유

전자(DNA, siRNA와 miRNA 등)를 양산 공급하고 있으며, 합성유전

자 원료 생산라인 완성,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발, 대용량(의약품용)합
성기 개발, Maldi-Tof QC 시스템 도입 등으로 세계적 규모와 경쟁력

을 갖춘 유전자 합성 라인을 한국과 미국에 구축하여 세계시장에 유

전자 진단 및 연구용 유전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전자 합

성 기반 기술과  21세기의 바이오 혁명인 합성 생물학 기술을 이용

하여 항암 치료 원료 물질을 포함한 유용 자원을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고 있다.

www.bioneer.co.kr

참여사례

-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개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

동북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프로

그램이다. 1991년 5월 UNEP 제16차 집행이사회 기간 중 한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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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대표가 모여 북서태평양지역협력프로그램

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정부간회의를 

개최, 활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

으로 한 NOWPAP은 정부간 회의 개최, 회원국간 정보 공유, 해양오

염 공동 대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EP)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1974년부터 추진

해온 13개 지역해양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s)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3개 지역해양프로그램이 있으며,

140여 개국이 권역별로 이들 지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www.nowpap.org

참여사례 

- 살아있는 해양과 연안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 체계

- 자연보호단의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산호삼각지이니셔티

브

(CTI, Coral Triangle
Initiative)

해양  및 연안 생물자원을 보호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

속적인 성장을 할 수있도록 정치적인 지원과 민간, 국제기관과의 교

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www.cti-secretariat.net
참여사례 - 산호 삼각지 이니셔티브 (이윤호)

삼성중공업

(Samsung Heavy
Industries)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FPSO선 분야에서 세계 최다의 건조식적을 기

록하고 있다. 축적된 선박건조기술을 바탕으로 해양개발설비의 설계 

및 시공능력을 확고 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www.shi.samsung.co.kr
참여사례  

- 고도의 친환경 기술을 집적한 셔틀 & 해상 LNG 터미널 개발

- 극지 운항용 전후방향 쇄빙 유조선

- 해저 자원개발 시추선

- LNG FPSO, 부유식 LNG 생산저장설비

- Drillship 해저 자원개발 시추선

- 14,1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World
Wildlife Fund)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에서 신생독립국들이 잇따라 탄생하면

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를 추진해 온 줄리언  헉슬리 경(Sir Julian Huxley)․맥스 니컬

슨(Max Nicholson) 등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1개 세계야생생물기금

(世界野生生物基金, World Wildlife Fund)을 설립하였다. 이후 198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현재 5대륙 90개 이상의 나

라에서 9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985년 이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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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 이상의 환경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세계 최대

의 환경단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보주(州)의 글란트에 있다.
www.wwf.org
참여사례

- WWF 지구 200 생태계 보전 사업 - 황해

세계해양관측파트너십

(POGO,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10년  이상 지구의 해양학 발전을 위해 국제 및 통합 해양 관측 시스

템의 구현은 물론, 전 세계 주요 해양학 기관 리더들을 위한 포럼 역

할을 하고 있다. 해양 및 기상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측결과 확산,

의사결정시 필요한 과학적 해석 제공, 신흥 경제국에 교육 및 기술 

이전, 수많은 미래 도전과제들에 대한 인식제고, 특히, 국제 및 통합 

해양 관측 시스템의 실행 등 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POGO는 해양

학 관측, 과학적 연구, 운영 서비스, 교육 및 연수 등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www.ocean-partners.org

참여사례

- 세계해양관측파트너쉽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KADOM, Korea
Association for

Deep Ocean

Minerals
Development)

심해저 광물의 상업생산에 대비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축을 목표로 

결성되었으며, 정부 관련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심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광물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

업은 하와이 동남방 2천km 부근 C-C해역 해저면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를 개발하여 우리 나라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망간, 니켈,

코발트, 동 등의 전략광물들을 장기․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www.kadom.or.kr

참여사례

-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발견 : 해저열수광상

- 21세기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심해광물자원개발과 심해저

광업기술

씨젠 (seegene)

씨젠은 질병에서 자유로운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는 독창적인 분자

진단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2000년 창업 이

래 꾸준한 기술 개발로 세계 수준의  멀티플렉스 (동시다중) 유전자 

증폭 원천기술 (ACP™, DPO™, READ™)을 자체 개발하였고, 이 기

술이 적용된 많은 분자진단 제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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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egene.co.kr

참여사례

-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개발

우즈홀해양과학

연구소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비영리 사립기관으로 해양과학, 해양공학, 해양 연구가 교육 및 양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1930년에 설립되었고 직원 및 학생 수가 

총  1천 명 이상인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 해양연구 시설이다. 매사

추세츠공과대학(MIT)과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연수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원 학위 수업이 진행된다. 연구소의 활동 및 

해양과학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WHOI전시관(WHOI Exhibit
Center)와 140여종의 바다생물을 볼 수 있는 우즈홀 과학수족관

(Woods Hole Science Aquarium)을 운영한다.

www.whoi.edu

참여사례 

- 심해무인잠수정(ROV)

- 해저열수광산, 해파리 녹색 형광단백질의 산업적 활용

유엔사무처 

해양사무 및 

해양법국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 설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국

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

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

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www.un.org

참여사례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 전체의 개발 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다. UNDP에 의

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원조는 국가별 개발계획의 작성, 투자전 조

사, 교육․기술훈련, 천연자원의 평가  등이고 그 실시는 대부분 유

엔 본부 및 유엔전문기구에 위탁된다. 한국은 71년부터 참가하여 85

년 5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86∼88년에

는 이사국으로 재임하였다. 2002년, UNDP는 전 세계 132개국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개발 및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www.yslme.org

참여사례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MLE) 보전사업과 황해 파트너쉽(Y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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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해양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여 해양과학기술의 향상

뿐만아니라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연구기관이다.

www.jamstec.go.jp

참여사례

- 해저열수광산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무인잠수정

(주)월드드림피시

한국해양연구원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월드드림피쉬는 전라남도 

완도산 활넙치를 인공적으로 겨울잠에 들게 해 물 없이 수송하는 기

술을 통해 미국 LA까지 싱싱한 상태로 수출하고 있다.

www.worlddreamfish.com

참여사례

- 인공동면을 이용한 무수운반 활어 유통 시스템

자연보호단

(The Nature
Conservancy)

자연과 사람들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땅과 물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두 환경보전 단체이다. 1951년에 창립되었으며, 전 세계적

으로 119백만 에이커의  당과 5,000마일 이상의 강을 보호하고 있으

며, 100개 이상의 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백만 이

상의 회원들이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일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불,

민물, 숲, 외래종,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보전의 위협 에 대처하고 있

다. 7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과학 기반의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대

결을 지향하고,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환경보전 도전들을 추구

하고, 토착 지역사회, 사업, 정부, 다국적 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파

트너를 결성하고 있다.

www.nature.org

참여사례

- 자연보호단의 국제해양계획

자크루즈리재단

(Foundation Jacques
Rougerie)

일반적인  바다의 중요성, 과학 연구,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혁신 기술,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장려하는 재단이

다.

www.seaorbiter.com

참여사례 

- 해양탐사선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IOC는 UN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전담기구로서 전지구적 해양연구

를 지원하고, 개별국가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양문제를 다

루기위해 1960년 유네스코 총회 결의에 의해 창설되었다. 132개국이 



－ 351－

신청기관 소개

Ocean Commission)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UNESCO, FAO, WMO등 다양한 국제

기구와 연계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OC는 창설초기에는 주로 

지구해양연구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연안해역 관리촉진, 지구관측자

료 및 해양자료교환, 유엔해양법에 따른기준과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분야의 역량강화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www.kocean.or.kr

참여사례

- 글로벌해양관측시스템

㈜ 페가서스 

인터내셔널

(Pegasus

International Co.)

페가서스 인터내셔널의 기술은 육지의 숲과 나무를 보호하는 한편,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펄프를 바다의 해조류를 이용하여 생산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더욱 뛰어난 품질의 펄프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의 목

재 펄프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

료인 해조류의 대량 양식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까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구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www.pegasus-international.co.uk

참여사례  

- 조류를 이용한 펄프, 종이, 바이오 에탄올 생산

지구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금융.개발도상국들의 환경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

원하기위해 1990년 10월 설립됐다.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

환경계획), 세계은행 등 3개기관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GEF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20개국이 14억달러의 기금

을 조성해 63개 개도국들의 환경관련사업을 지원해 주었다. 지원대상

국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상의 수혜국 및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UNDP 등 국제기구의 수혜대상국으로 1992

년 기준1인당 국민소득이 4,465달러 이하인 국가이다.

www.undp.org/gef

참여사례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MLE) 보전사업과 황해 파트너쉽(YSP)

찰스다윈재단

(Charles Darwin

Foundation)

찰스 다윈 재단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보전 

상태와 수산자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리와 보전에 

대한 과학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www.darwinfoundation.org

참여사례

- 갈라파고스 해양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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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해양개발

연구소

(IFREMER,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1984년에 만들어진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기존의 두 연구기관인 국

립수산연구소와 국립해양연구소를 통해 출범하였다. 1척의 심해유인

잠수정, 1척의 심해탐사 원격잠수정, 그 밖에 다양한 잠수정 및 잠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연안 모니터링, 연안역 활

용 및 개선, 양식생산기술개발, 수산자원관리 및 지속가능한 어업, 해

저탐사 및 개발, 해양생태계 및 해유순환연구, 해양 대형시설물 개발 

등이다.

www.ifremer.fr

참여사례

- 해저열수광산

한국수자원공사

(KWRC,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

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

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www.kwater.or.kr

참여사례

- 시화호 조력발전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에너지 기술 개발 및 합리적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

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산업에 이전, 실용

화함으로써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기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기술 개발, 화석에너지 활용 및 관련 환경 연구, 대체에

너지 이용 개발 연구, 에너지 기기의 개발․시험․검사, 에너지 관련 

시범사업, 기술의 지도․교육 등이다.

www.kier.re.kr

참여사례

- 에너지 자립형 태양에너지 해수담수화 실증 플랜트

한국해양연구원 

(KORDI,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목

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로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되었다. 국가해양정책에관한 연구를 비롯해 극지

환경, 자원조사연구, 킹조지섬의 남극세종과학기지운영, 국내외 연구기

관과 기술제휴, 해양전문인력양성과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www.kordi.re.kr

참여사례

- 실시간 해양생물 출현 탐지시스템을 이용한 연안 해역 관리

- 연안 개발 

- 인공동면을 이용한 무수운반 활어 유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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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 펠라미스 파력발전

- 해수 담수화

- 해양극한 심해고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개발

- 해양생물 센서스

- 20세기 해양과학의 위대한 발견 : 해저열수광상

- 21세기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심해광물자원개발과 심해저

광업기술 

-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개발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무인잠수정

- WWF 글로벌 200 생태지역

한국해양학회 (KSO,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1966년 7월에 설립하여 해양학의 발전 및 해양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자원개발과 보존 및 해양환경의 보전에 기여하

고 있다. 해양학에 관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결과와 관계도서를 

발행하며 국내외의 해양학과 관련된 제학회 및 기관과 제휴하여 사

회에 공헌하고 있다.

www.ksocean.or.kr

참여사례

- 동북아, 한반도 기후변화와 인도네시아 통과해류 (노영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종합환경연구기관이다. 환경과 관련된 정

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체계를 확립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모색하

며, 국가의 모든 환경 기술인력과 시설을 조직화하여 효율적인 환경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www.kei.re.kr

참여사례

- WWF 글로벌 200 생태지역

현대중공업(주)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73년 12월 현대조선중공업(주)으로 발족하여, 2002년 2월 현대그룹

에서 계열분리, 현대중공업그룹을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은  조선․
해양․플랜트․엔진기계․전기전자시스템․건설장비․정보 등이며,
선박건조 370만G/T, 선박 및 내연발전용 중․대형 엔진 670만 마력

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췄다.

www.h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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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례

- 날개달린 선박기술

- 선박육상건조

- 세계최대 원통형 FPSO

- 세계최대육상리프팅

- 세계최대 선박용 고정익 피치프로펠러

- 원유운반선용 박용펌프

- 육상 프랜트공사

- 친환경 현대 힘센 엔진

- 해저 파이프라인 단열기술

해양생물센서스

(CoML, Census of

Marine Life)

바다에 어떤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와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세계 80여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

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해양생물의 과거 및 현재 현

황을 파악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600

여 종의 해양생물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약 230,000여 종의 해양생물

의 종 목록이 만들어졌다.

www.coml.org

참여사례

- 해양생물센서스

Ocean Spar

유한회사

(Ocean Spar LLC.)

외해 가두리 시스템을 개발, 자국을 제외한 세계 8개국 14개소에 설

치해 20여종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제주수산연구소

와 노아외해양식법인이 공동연구와 사업을 제주해역에 설치, 시범 운

영하고 있다.

참여사례 

- 외해가두리양식

AP-Maersk

A.P. 몰러-머스크 그룹(A.P. Moller-Maersk Group)은 A.P. 몰러가 

1904년에 설립한 덴마크의 복합 기업이다. 머스크 그룹은 다양한 사

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업 영역은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이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운용 회사이자 보급선 운용 회사

이다. 본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위치하며 전 세계 135개국 이상에 

지사 및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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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례

- 컨테이너 운송업

SOS 상어보호 재단

(Save our Seas

Foundation Shark
Center)

비영리 자선단체로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해양자원에 관한 우수사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조사, 인식증

진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건강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모든 금액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보호 및 

보존계획에 대해 조치를 장려하고있 다.

www.saveourseas.org

참여사례

- 대서양과 인도양-남아프리카의 상어와 고래

STX 조선해양(주)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1967년 동양조선공업㈜로 설립하였으며, 주요사업영역인 해양사업은 

해저에 매장된 오일과 가스등의 탐사, 개발, 시추, 생산, 운송 및 하역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해양 구조물에 

대해 개발부터 설치까지 수행하고 있다. STX 조선해양은 미래 성장 

사업 분야로 수익 가능성이 큰 해양사업에 주력하고 중공업, 엔진 및 

각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로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및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www.stxons.com

참여사례

- 해저 자원개발 시추선

World Ocean
Network

The World Ocean Network는 바다의 지속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비

영리 국제 협회이다. 2002년도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프랑스 나우시카

에 있다.

www.worldoceannetwork.org

참여사례

- The World Ocean Network-Ocean preservation is a concern for

all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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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SC 위원 보고자료 (영문)

1  Proposals of OCBPA applications

The following are the OCBPA cases officially submitted online/offline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Expo 2012 Yeosu Korea:

 

□ 18 best practices from 4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8 countries have been 

applied by August 25, 2010

 

A. Science and Technology

 

(1) Exhibition of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 Participating organization: IOC/UNESCO, based in France

• Exhibit content: Displaying the global observation systems, the GOOS Regional 

Alliance system, Korean Regional Sea Observation Network, Yeosu local waters 

observ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KORDI

• Exhibiting method: Touch screen model, videos

 

(2) POGO

• Participating organization: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POGO) 

/ based in England

• Exhibit content: Addressing information needs of decision-makers, researchers, 

service providers, and the general public with focus 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overall project, its importance, its goals, etc.

• Exhibiting method: Videos that explain the role of the oceans and observation 

activities, DVDs and print-outs for distribution

 

(3) Deep-sea biosphere exploration by the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 Exhibit content: Introducing of the world’s deepest-diving submersible conducting 

deep sea investigation and research such as hydrothermal vent, cold seep, 

whale-fall, and so on, diving to maximum 6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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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ng method: models including a real scale of the submersible and images, 

videos, research results with real samples.

 

(4) ARGO; the broad-scale global array of temperature/salinity profiling floats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 Exhibit content: Presenting the major component of the global ocean observation 

system, producing data of temperature, velocity and salinity of the upper 2000m of 

the ocean with real time quality control

• Exhibiting method: Models, posters, simulation, etc.

 

(5) New observatory; Dense Oceanfloor Network System for Earthquakes and Tsunamis 

(DONET)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 Exhibit content: Contributing to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mitigation, new 

technology for earthquake and tsunami monitoring and prediction, detecting tsunami 

earlier than its arrival to the coastal sea by offshore tsunami sensors

• Exhibiting method: models, videos, etc.

 

(6) Global tropical moored buoy array for the climate change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MSTEC-NOAA / Japan, USA

• Exhibit content: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the climate variability including El Nino 

and the Indian Ocean Dipole, promoting researches and environmental forecasting in 

many countries

• Exhibiting method: prototype model of the surface buoy

 

(7) Comprehensive applications of numerical ocean forecasting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 Exhibit content: Developing numerical ocean forecasting systems and applying to 

human activities including shipping, drilling, fisheries and ocean management, 

providing information on oceanic conditions

• Exhibiting method: videos 

 

(8) Projection of future oceanic environment with the earth simulator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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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 content: Developing an integrated Earth System Model (ESM) to describe 

interaction between climate and ecosystem, and the Oceanic model to predict 

details by the downscaling technique

• Exhibiting method: videos and posters

 

B. Industry and Business

 

(1) SeaOrbiter

• Participating organization: Foundation Jacques Rougerie / France

• Exhibit content: Exploratory drifting platform vessel for observation and monitoring of 

a large variety of oceanic, biological, and climatic parameters with 24h a day 

underwater observation

• Exhibiting method: Maquettes, videos

 

(2)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on large earthquake mechanism and disaster 

prevention by ultra-deep drilling

• Participating organ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 Exhibit content: Understanding nature of earthquake through in-situ sampling and 

monitoring by drilling down into the seismogenic zone

• Exhibiting method: prototype model of the deep sea drilling vessel “CHIKYU,” 

models, videos, etc.

 

(3) Pulps and papers, and bio-energy made of red algae

• Participating organization: Pegasus International Co. / Korea

• Exhibit content: Presenting the world’s first Korean technology of utilization of red 

algae in pulps, papers, and bio-complex materials, and bio-ethanol produced by 

fermenting red algae’s by-product, the agar-agar, almost with no production costs, 

and th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of mass farming of 

agar-agar

• Exhibiting method: Introducing the process of producing pulps from red algae and 

samples, the production process of ethanol and samples for display, along with 

videos

 

(4) Artificial reefs and fisheries stock enhancement in Al-Batinah Region

• Participating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Fisheries Wealth / Oman

• Exhibit content: Introducing the successful management system for the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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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fs in Oma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reef sites using Reef-Balls and 

Pre-Case models made from environmentally-friendly concrete, etc.

• Exhibiting method: Prototype model of marine ecosystem showing the artificial reefs

 

(5) Ocean artificial reefs: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 Participating organiz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Australia

• Exhibit content: In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ly‐sustainable design of artificial 

reefs being produced to service the fishing industry, giving a framework for their 

monitoring, and also informing the options for disposal of oil and natural gas 

infrastructure in the ocean

• Exhibiting method: Videos, Posters, and Short talks

 

(6) Research activities concerning the periodic massive fisheries losses

• Participating organization: Marine Science and Fisheries Center (The Ministry of 

Fisheries Wealth)/Oman

• Exhibit content: Presenting the fisheries research activities in regard to the 

assessments of mesoscale physical-biological interactions along the coast of 

Omanasthebasisforunderstandingtheperiodicfisherieslosses

• Exhibiting method: Models, posters, etc.

 

C. Marine Policy

 

(1)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the living ocean and coast

• Participating organization: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based in Korea

• Exhibit content: Displaying achievements from NOWPAP Regional Activity Centers; oil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marine litter recycling, harmful algal blooms, 

marine environment assessment,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marine protected 

areas, marine invasive species

• Exhibiting method: videos, models, posters, brochures 

 

(2)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Participating organization: UNDP/GEF YSLME project / based in Korea

• Exhibit content: Introducing a number of activities including scientific research, 

policy development, capacity and institutional building, and public awareness 

campaigns that the Project has implemented

• Exhibiting method: Audios and visual materials including posters, videos, and 

print-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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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stainabl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Galapagos Marine Reserve (GMR)

• Participating organization: Charles Darwin Foundation / Ecuador

• Exhibit content: Disseminating the Galapagos model of the management of a large 

marine reserve to the world and stimulates discussion on ways to reconcile nature 

tourism development with conservation

• Exhibiting method: Videos, Brochures, Posters, and Presentations

 

(4) Two Oceans – Sharks & Whales of Southern Africa

• Participating organization: Save our Seas Foundation Shark Centre / South Africa

• Exhibit content: Showcasing initiatives promoting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aiding the local tourism industry and plight of sharks and whales

• Exhibiting method: Videos and slide shows, Small aquarium or touch pool, Life-size 

white shark display, Informativ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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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OCBPA 사례 추진현황 (2010.10.25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