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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Ⅱ. 기획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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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획연구의 내용 및 범위

  ○ 해양연구선단 운영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 해양연구선 운영 현황 분석

    - 국외 해양연구선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 국외 해양연구선단 운영 현황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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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연구선 건조 및 활용 수요 조사(해양개발‧탐사 미래 트렌드, 국가 장기 

계획 등 반영)

  ○ 해양연구선단 구축

    - 국가 차원의 중장기(향후 20년간) 비전 및 목표

    - 해양연구선단 구축 로드맵 작성

    - 목적선(해양학/해양과학연구(Ocenography/Ocean Science)) 수행을 목적으

로 하는 다목적연구선, 드릴링연구선, 잠수정지원모선 등)별 개념 설정 및 

건조 방안

    - 목적선 및 탑재 장비 등 최적 사양

    - 연구선단 연계 인프라(목적선별 전용부두, 정비동 및 수조, 탑재 기장비, 시

료 보관시설 및 분석장비 등) 구축 및 확  방안

  ○ 해양연구선단 활용

    - 해양연구선단 활용 주요 형연구개발과제 등 

  ○ 해양연구선단 구축 전략 및 역할 분담

    - 해양연구선단 구축 전체 전략

    - 구성 항목별(목적선 건조 및 목적선별 탑재장비 개발) 전략

    - 해양연구선단 구축 사업 추진체제 및 역할 분담

    - 사업 규모(소요 예산, 사업 기간)

    - 재원 조달 방안

     ㆍ각 소요내역별 산출근거, 민간투자확보 방안 등

  ○ 사업 타당성 분석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Ⅳ. 연구결과

  ○ 국외 해양연구선단 구축 배경

    - 해양연구선 사용관련 주체(소유‧운영‧연구주체) 및 예산지원기관들의 이해

관계 해소를 통한 연구선 활용 최적화 

    - 연구선을 보유하지 못한 연구주체 : 연구선 사용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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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및 운영주체 : 운영상 문제점 및 비용 부담 해소

    - 예산지원기관 : 각 기관별 선박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선단 구축의 목적과 전략은 “연구생산성 향상”

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① 연구선 활용의 극 화, ② 비용효과적 

연구선단 운영(운영 독립성 확보), ③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계획 수립, ④ 연

구선단 운영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연구선단 구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공동활용 활성화를 통한 연구선 활용

의 극 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 지속적 선박 운영비용의 확보,  

둘째, 연구선단 운영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함

  ○ 통합운영 시, 선박의 소유권은 현행 로 유지하되 선단의 운항일정 조정, 운

항계획 수립 등 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제반 사항의 결정권은 통합운영조직

의 독립적 고유 권한임

  ○ 국가 해양연구선단 구축 참여 상 선박은 총 26척으로서, 기관별로는 수산

과학원이 10척, 해양조사원이 8척, 해양과기원 4척, 해양과기원 부설 극지연

구소가 1척임

    - 각각 2014년,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산자원조사선(800톤급)과 형과학연구

선(5,900톤급)도 포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아라미1호는 2013년 1월에 취항함으로써 축적된 자료

가 없어 분석에는 제외하였지만 상에 포함

  ○ 해양연구선단 편성은 UNOLS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선급별로는 Global급이 

2척, Ocean급이 2척,  Regional급이 7척, Local급이 15척임

  ○ 본부는 부산에 위치하며, 모항은 현재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1개 지역

을 정리하여 4개 권역으로 재배치

    - 동남해권 모항 후보지 : 부산, 장목

    - 서남해권 모항 후보지 : 목포 

    - 동해권 모항 후보지 : 강릉, 동해

    - 서해권 모항 후보지 : 인천 

  ○ 중장기 연구선 운항수요는 2011년 확정된 2020 MTRM의 4  중점기술 50  

중점과제에 하여 1,202명의 해양학회 회원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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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 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의 중장기계획(안)을 

중심으로 각 연구영역별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와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전

망 결과를 반영하여 예측하였음

  ○ 우리나라 미래 해양연구선에 한 수요조사와 현재 운행 중인 연구선의 퇴역

시기를 반영하여 연구선단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의 운항일수 추세와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

요를 기반으로 계획으로서,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6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2018년에 500톤급 쌍둥이 수산자원조사선 겸 다목적연

구선 1호, 2020년에 6,000톤급 다목적드릴링연구선, 3,000톤급 다목적연구선, 

5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2024년에 700톤급 쌍둥이 수로측량 및 관측 

겸 다목적연구선 1호, 그리고 2026년에 7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를 

건조하는 로드맵 제시 

  ○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면담 결과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하여 도출한 복합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계획으로 

서,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9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첫 

번째 로드맵 6척과 2025년에 2,000톤급 및 300톤급 다목적연구선, 2027년에 

300톤급 다목적연구선을 추가 건조하는 로드맵을 제시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선 운영․관리적 관점

   - 해수부 등 예산지원기관

    ․각 기관별 선박 운영․관리방식, 예산 지원과정의 문제점 해소

   - 연구선 소유․운영기관 

    ․연구선 운영․관리개선 방안 수립

    ․연구 지원기능 강화 계기 마련

   - 국가 해양연구선단 운영조직 설립 방향 제시

    ․소유․운영주체 사례별 장단점 분석결과 활용

   - 연구선의 체계적․과학적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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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관점

   - 연구선 공동활용 활성화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 선박 이동 비용 절감을 위한 모항의 地經學 배치

   -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선, 유무인잠수정, 선상조사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

라의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최첨단 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가의 인프라 구

축 및 기장비 구입 비용 절감

○ 장기전략적 관점

   - 중장기 연구선 확보전략 수립 기초자료 제공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연구선 건조 계획 수립 및 신규 연구선 건조 및 기장비 

도입 계획에 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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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A study on the long term planning of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the research fleet

Ⅱ. Background and Purpose

  ○ Korea Inaugurated the Regional and Local Class vessels(R/V Onnuri, R/V 

Eardo, R/V Tamgu3, R/V Haeyang2000) in the early 1990s and Started to 

conduct experiments and surveys, and observe ocean processes.

  ○ In Korea, government agencies(e.g, KIOST, KHOA, and NFRDI) have the 

ownership, management, and maritime operation of the vessels 

respectively. 

  ○ As for large-scale research facility, research vessels must be operated 

cost-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effective system to 

improve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maritime operation of research 

vessels.

Ⅲ. Domestic and Foreign Trends o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earch Fleet

  ○ Comprehensive analysis of foreign trends

    - We can know the background of composi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fleet that three principal concerns began to emerge: (l) Investigators from 

non-operating labs were seeking a positive means of gaining access to 

ship time, even to the point of more labs acquiring more ships. 

Operators were willing to accommodate outside users but there was no 

orderly means of achieving it. (2) Government were concerned over the 

increasing costs of the vessels and the differing modes of operations and 

their funding. They also were acutely aware of (1) above. (3)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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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s saw a collision course between higher ship costs and increasing 

ship numbers on what was becoming a level funding field.

    - The purpose of composi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flee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Maximize research vessel utilization. (2) 

Operating vessel on cost-effective system. (3) Establishment of a long 

term plan for fleet improvement. (4) Setting up an vessel operating 

information system.

Ⅳ. Composi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fleet

  ○ The total number of vessels of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fleet is 26.

    - 10 vessels owned by NFRDI

    - 9 vessels owned by KHOA(including the fisheries resource survey vessel 

scheduled for completion in 2014) 

    - 5 vessels owned by KIOST(including the multi-purpose Global Class 

research vessel scheduled for completion in 2015)

    - 1 vessel owned by KOPRI

    - 1 vessel owned by KOEM

  ○ The vessel class classification 

    - Global Class : 2 vessels

    - Ocean Class : 2 vessels

    - Regional Class : 7 vessels

    - Local Class : 15 vessels

  ○ Relocation of mother ports

    - Location proposed site of southeast region : Busan, Jangmok

    - Location proposed site of southwest region : Mokpo

    - Location proposed site of east region : Gangneung, Donghae

    - Location proposed site of west region :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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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Mid-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National Research 

Fleet

  ○ Ship demand

Class Global Ocean Regional

A yearly total ship day requests 

based on 2020 MTRM
391 322 377

A yearly total ship day requests 

based on expert survey and 

interview and future Ocean science

522 410 240

Specific ship 

days

KIOST 30 100

KHOA 600

NFRDI 600

Adjusted total ship 

day requests

Min. Max. Min. Max.
1,917

651 713 642 719

  ○ Fleet renewal plan(Scenario A) : This plan meet the needs of a yearly 

total ship day requests based on 2020 MTRM. The total displacement and 

new acquisition vessels are 6 by 2032.

    - Fisheries resource survey-cum-multi purpose 5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18)

    - Drilling-cum-multi purpose 6,0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0)

    - Multi purpose 3,0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0)

    - Drilling-cum-multi purpose 6,0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0) 

    - Hydrographical survey and observation-cum-multi purpose 7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4)

    - Hydrographical survey and observation-cum-multi purpose 7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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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eet renewal plan(Scenario B) : This plan meet the needs of adjusted total 

ship day requests. The total displacement and new acquisition vessels are 

9 by 2032(6 vessels of Scenario A + 3 new vessels).

     ․ Multi purpose 2,000 tons and 3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5)

     ․ Multi purpose 300 tons class vessel(completion of construction in 2027)

Ⅵ. Application

  ○ Viewpoint of vessel management and operation

    -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ffering modes of vessel 

operations and their funding to the government.

    - Using as reference for improving vessel management and operation to the 

vessel operating organizations.

    - Strengthening the research supporting function.

  ○ Economic perspective

    - Reducing vessel operating costs by promoting shared use of vessels.

    - Saving fuel costs by relocation of mother ports.

  ○ Viewpoint of long term strategy

    - Offering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of mid-long term vessels acquisition 

strategy.

    - Avoiding overlapping investment in new vessels and facilities acquisition 

by shar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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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1절  해양연구선단의 개념 및 용어

1. 해양연구선(Research Vessels)과 해양조사선(Survey Vessels)

가. 해양연구선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는 해양연구선과 해양조사선이라는 용

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

와 유럽에서는 Research Vessels과 Survey Vessels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해양연구선(RV 또는 R/V)은 해양에서 각종의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

되어 필요한 기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임무 및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목적 선박을 건조하여 다양한 임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할 수도 있고, 극지 해역에 운항 및 연구가 가능한 쇄빙선과 같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용 선박을 필요로 하기도 함

○ 최초의 해양연구선은 1766년 영국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명령에 따라 

태평양의 종합적인 수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James Cook 선장과 연구

원인 Joseph Banks가 사용한 Endeavour이며, 그 이외 초기의 유명한 해양

연구선으로서는 HMS Beagle, RV Calypso, HMS Challenger, USFC 

Albatross 그리고 Endurance와 Terra Nova 등이 있음

○ 현 의 해양연구선은 수로조사선(Hydrographic Survey Vessels), 해양학연구

선(Oceanographic Research Vessels), 어업연구선(Fisheries Research Vessels), 

해군연구선(Naval Research Vessels), 극지연구선(Polar Research Vessels) 

등이 있음

  - 수로조사선은 해도(Nautical Charts) 제작을 위해 수로 연구 및 조사와 수

심 측량을 실시하도록 설계된 선박임. 또한, 수로조사선은 해저면과 그 

하부의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 탄성파탐사도 수행하며, 군사적으로 잠수함 

탐지 기능 등 다양한 해양학연구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Air Cannons과 Depth Sounder 등의 장비를 탑재하고 있음. 표적인 선

박으로 Canadian Coast Guard Ship(CCGS) 소속의 Frederick G. Creed와 

영국 왕립해군 소속의 HMS Hydra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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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학연구선은 해수, 기, 기후에 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수행하는 기장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채수기, 해저 음

향 탐사기, 다양한 환경 센서 등을 갖추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

적 역량을 보유한 것이 장점임. 표적인 선박은 미국 NOAA 소속의 

NOAAS Ronald H. Brown임

  - 어업연구선(FRV)은 다양한 종류의 어망을 끌면서 플랑크톤이나 해수 샘

플을 수집하고 어군탐지기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 어선

과 같은 설계로 건조되지만, 연구실과 샘플 저장 시설 등의 공간을 갖추

고 있음. 표적으로 스코틀랜드의 Scotia와 덴마크의 Dana가 있음

  - 해군연구선은 잠수함, 수뢰 탐지와 같은 해군 특유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

한 해양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며, 독일 해군의 Neue Planet 등이 있음

  - 극지연구선은 극지방의 빙해에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쇄빙 기능을 

갖추고 연구․조사 임무를 수행하며, 남극 기지에의 보급선 역할도 수행

함. 미국 해안경비  소속의 Polar star와 한국의 아라온호가 표적임1).

○ 미국은 해양연구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Research vessels carry 

a broad array of scientific instrumentation capable of 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water-column and seafloor sampling, monitoring, and 

acoustic and photographic mapping."2)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양연구선은 해양과학(ocean science) 및 해양

학(oceanography) 연구(해양시료 채취․수집, 해양현장실험, 해양과정의 탐

사․관측․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기장비를 탑재, 수송할 

수 있도록 특수(지구물리탐사, HOV/ROV/AUV 지원, 시추, 극한해역 탐

사 등) 또는 다양한 목적과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설계․건조된 선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해양연구선은 일반적으로 해양과학자들을 상으로 연구목적, 연구 상 해

역, 운항 시기, 운항 일수 등의 수요 조사를 기초로 연간 운항계획을 수립

하여 운항되고 있음

1) http://en.wikipedia.org/wiki/Research_vessel의 내용 편집

2) NOPP, 2007, Federal Oceanographic Fleet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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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1> 해양연구선의 진화

나. 해양조사선

○ 해양조사선은 해양연구선 하나의 종류로 수로 측량(hydrography), 일반해

양학(general oceanography), 해양 서식지(marine habitats), 해난 구조

(salvage), 준설(dredging), 해양 고고학(marine archaeology) 등의 목적을 

위해 해저면(bottom), 저생 (benthic zone), 수주(full water column), 해수

면(surface) 등의 해도 작성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해양조사선은 전형적으로 GPS positioning and logging, single beam sonar, 

multibeam sonar, Side-scan sonar, towed magnetometer, subsurface 

profiler, grab sampler, bottom coring device, DCHP, CTD, Inertial 

Measurement Unit 등의 기장비를 탑재하고 있음3)

○ 미국은 해양조사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Survey vessels acquire 

a wide range of oceanographic, charting, pollution, fisheries, and habitat 

data, often in support of resource management programs. Their 

3) http://en.wikipedia.org/wiki/Survey_vessel의 내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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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ies have instruments to routinely calibrate and analyze data 

obtained by continuously operating acoustic and optical devices and 

other survey instruments. Selected survey cruises are repeated 

periodically(e.g., seasonally or annually) to provide data time series."4)

○ 해양조사선은 해양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

된 관측․조사 활동을 위해 일상적․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해양연

구선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상이 연구선과 조사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해

양조사선도 해양연구선의 하나의 종류임에 따라 ‘연구선’이라는 용어로 통

일하여 사용함 

다. 선박역량에 따른 해양연구선의 분류

○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서는 다음의 <표 1-1, 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규모, 성능 등 역량에 따라 4개의 선급(class)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전세계의 연구선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International Research 

Vessel pages에 등록된 선박은 Global급 173척(22%), Ocean급 141척(18%), 

Regional급 125척(16%), Local급 346척(44%) 등 총 785척으로 조사됨

  - 전세계 연구선 중 미국은 총 246척(31.3%), 유럽연합은 총 265척(33.8%), 

일본은 70척(9.2%)의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3개 권역이 전

세계 연구선의 3/4을 차지하고 있음

<표 1-1> 전세계 및 미국의 선급별 연구선 현황5)

                                    선급 
 선박역량 Global Ocean Regional Local

최대 운항일수(일) 50 40 30 20
최대 운항거리(km) 25,000 20,000 15,000 10,000

전장(m) >70 55 ∼ 70 40 ∼ 55 <40
과학자 승선인원(명) 30∼35 20∼25 15∼20 ≤15

연간 최적 운항일수(일) 300 275 180∼200 110

연구선 수
UNOLS(19) 6 5 2 6

미국 전체(247) 33 28 17 169
전세계(785) 173 141 125 346

4) NOPP, 2007, 앞의 보고서(주 2)
5) 미국은 Ocean Class와 Regional Class 사이에 Intermediate Class(연간 최적 운항일수 250일), Regional Class와 

Local Class 사이에 Regional/Local Class(연간 최적 운항일수 180일)를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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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럽연합의 선급별 연구선 현황6)

구 분 Global Ocean Regional Local/Coastal 

최대 운항거리(km) multi-ocean scale one ocean scale
발트해, 켈트해, 
지중해, 북해

-

전장(m) ≥65 ≥55 and <65 ≥35 ∼ <55 <35

연구선 수(265) 65 26 41 133

<표 1-3> 일본의 선급별 연구선 현황7)

구 분 원양형 외해형 근해형 연해형

전장(m) ≥120 100(≥90∼<120) 60∼90(≥50∼<90) ≤50(≥20∼<50)

총톤수 ≥8,000 4,000 ∼ 5,000 1,000 ∼ 3,000 ≤1,000

연구선 수(70) 2 7 42 19

2. 해양연구선단(Oceanographic/Ocean science Fleet)

  ○ “해양연구선단은 단일의 운영․운항주체가 해양연구․관측․조사를 목적으

로 여러 척의 해양연구선을 중심으로 탑재 유무인잠수정․기장비, 전용부두, 

육상 관련 시설 등 하드웨어 및 인프라를 포함하고, 이들을 일련의 계획 하

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미국의 

UNOLS(University 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y System), 프랑스의 

UMS(Unité Mixte de Service), 일본의 JAMSTEC이 해양연구선단을 구축 운

영하는 표적인 사례임. 우리나라는 여러 척의 해양연구선을 보유하고 있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 국립해양조사원(이하, 해양조사

원),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 해양연구선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

나, 앞서 언급한 해양연구선단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해양연구선단의 역량은 그 국가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정부 지원과제를 시의적절하게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선단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총 운영예산, 총 연구선 수, 각 

연구선의 규모, 최  운항범위, 최  1항차 운항일수, 승선 가능 연구원 수, 

6) European Research Vessels Infobase 참조

7) International Research Vessel pages에 등록된 선박 기준이며, [ ]는 수산조사선을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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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의 수행 가능 기능, 선단 구성 연구선의 지리적 분포 등의 역량 요소

들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됨. 선단의 역량에 따라 연간 총 운항가능일 수, 승

선 연구팀 규모, 최  운항거리, 특정 지역의 운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 1-2>는 해양연구선단의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JAMSTEC의 사례임

<그림 1-2> 해양연구선단 구축 사례(JAMSTEC)8)

3. 해양연구선 사용 관련 주체

  ○ 연구선 사용과 관련된 주체들은 다음의 <표 1-4>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소유, 운용, 운항주체가 동일 기관일수도 있지만 각각 분리된 경우도 있으며,  

분리된 구조일 경우에는 선박 운용비용을 확보, 관리 및 지급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운용주체의 기능 및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8) http://www.jamstec.go.jp/j/pr/pamphlet/pdf/jam_leaf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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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STEC이나 유럽의 몇몇 사례에서는 운영주체가 선박 운항을 위탁하고 

있으나, 부분은 운영주체가 직접 운항하고 있음

<표 1-4> 해양연구선 사용 관련 주체 구분9)

주  체 정    의

소유주체
(Legal Owner)

• 선박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

운용주체
(Management 
Control Tower)

• 선박운용비 확보, 관리 및 지급, 운항일정 결정, 사용자 및 사용기간 결정
하는 기관 또는 조직

운항주체
(Cruise Operator)

• 실해역 선박 운항, 선박 관리 및 유지보수, 선원관리 및 보험 등 선박운
항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

• 운항주체는 선박 운항만을 담당하는 업체와 선박 내부의 고가 장비나 이
동식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로 나눌 수 있음

연구주체
(Scientist Group)

• 선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해양연구선 운영비용

  ○ 모든 연구선의 운영비용은 활동비용(active costs)과 수동비용(passive costs)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활동비용(active costs) : 선박의 실제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양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비 및 기타 소모품비, 추가적인 노동력과 승조원 

및 영구적인 실험실 요원의 유지 비용, 그리고 선상에서의 다른 작업 관련 

비용

    - 수동비용(passive costs) : 해양에서의 활동일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승조원 

급여,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검사, 정박 비용 등으로 고정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총 비용의 약 50∼80%를 차지

9) 국토해양부, 2011, “ 형해양과학연구선 운영시스템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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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해양연구에 한 이해

가. 해양의 가치와 잠재력

○ 지구상 모든 생물 종 가운데 25∼50%가 해양에 존재하며, 이 중 80%는 

해양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10), 해양의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21조 달러

로서 육지의 약 1,7배이며 지구 생태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음11)

○ 2008년 전 세계 어획고는 약 8,000만 톤으로, 이는 800억 달러 이상의 가

치를 가지며 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3,500만 개의 일자리, 3억 명 이상 

의 생계와 수백만 해안 지역사회의 식량안보와 동일한 가치를 의미함12)

○ 해양은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약 75%를 공급하고 이산화탄

소의 약 50%를 흡수하며, 열의 수급과 이동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

고 있음

○ 해양 생물과 유기물로부터 얻는 의약품 개발은 미래 인류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해양에는 석유, 가스하이드레이트, 전략금속 등 광물자원과 파력, 조력, 조

류, 온도차 발전 등의 청정 에너지자원, 관광, 여가, 해운 등 미래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책임질 방 한 자원이 있음

○ 또한 심해의 독특한 생태계와 함께 해저 지형 특징은 지구와 지구에 존재

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나. 해양연구의 중요성

○ 이와 같이 인류의 중요한 자원인 해양은 물리적 상태와 건강 상태의 저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허리케인, 해양 산성화, 

해류의 변화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

  - 연안지 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 및 오염 수준이 높아지고 있

10) UNOLS, 2009, UNOLS Fleet Improvement Plan.
11) Robert Costanza,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vol. 387, p. 256.
12) UNEP, 2012, “Why Value the Oceans?” 



제1장 개요

11 ▮

고 산호초의 오염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적조류와 같은 유해 조류의 확

산이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해양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현상에 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해양의 제반 자연 현상에 한 자료와 정보 확

보를 통하여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 및 지질학적 과정에 한 이해도

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해양에 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제반 문제 해

결에서 해양의 역할을 기 해 볼 수 있고, 해양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

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지속시키는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투자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들은 특히 정책 결정자들

과 이해관계자들이 지구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시 의 중요한 이슈에 

해 정보를 얻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국가는 해양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이해시키기 위하

여, 해양관측․조사․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반

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음

2. 해양연구선단 구축 방안 수립의 필요성

가. 국가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연구선단 역량 확충 필요

○ 해양연구 역량은 해양에서 직접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에 좌우

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수십 수백 척의 해양연구

선을 건조하여 연구선단으로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다음의 <표 1-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양연구선단 갱신 계획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수립․실천해 오면서 연구선의 

역량을 증강시키고,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

○ 중국도 2012년 4월에 ‘중국 국가해양조사선 ’를 설립하여 초보 단계에 머

물고 있는 조사선 의 운영,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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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담당자 지정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동 조사선 의 운영 

및 관리의 규범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하여 여러 척의 신규 연구선 건조에 착수하였음

<표 1-5> 미국, 유럽연합의 연구선단 관련 보고서

국가 보고서명 관련기관

미국

Federal oceanographic fleet status report NOPP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 in 2030

The National Academies

Science at Sea The National Academies

A Review of the Ocean Research Priorities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Fleet Improvement Plan 2009 Final UNOLS

유럽연합

Report on existing fleets foreseeable evolution for 
the next 10 years

Eurofleets

European ocean research fleets 2007 European Science Foundation

○ 우리나라도 해양과기원,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서 여러 척의 해양연구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양선진국에 비해 해양연구 

전용 선박 수, 선박의 규모나 역량 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1992년 처음으로 첨단 해양 기장비를 탑재한 ‘온누리호’와 ‘이어도호’(해양

과기원)의 취항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해양2000호’(국립해양조사원, 1995년)와 ‘탐

구1호’(국립수산과학원, 1998년) 등 해양연구선과 쇄빙연구선인 ‘아라온

호’(해양과기원 부설 극지연구소, 2009년)가 취항하였으며, 2015년에는 

5,900톤급의 형해양과학연구선이 취항할 예정임

○ 일반적으로 해양연구선의 사용 연한은 약 25∼30년으로 수령이 20년이 지

난 온누리호, 이어도호 등의 노후화에 비한 연구선의 갱신 계획과 연동

하여 <표 1-6>의 미래에 예견되는 해양연구 시설․기장비의 요건과 녹색

선박기술 등 미래 선박 건조기술을 고려한 연구선단 역량 확충을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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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미래 해양연구 시설 및 기장비 요건

분야 시설 및 기장비

해양상층부 관측․조사 ALPS(AUVs, Gliders, Floats, Drifters 등)

해수면 관측․조사 유무인항공기

장기 시계열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해양관측소(유선/계류플랫폼)

연근해 표층류 고주파레이더

광범위한 해양의 물리적 특성 관측․조사 인공위성

나. 국가 가용 자원인 해양연구선의 활용 최적화 방안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연구선, 연구기장비, 그리고 소유권은 여러 기관과 학에 분

산되어 있음에 따라, 제한된 가용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선되

고 잘 규정된 국가적 차원의 연구선단 구축 방안 필요

  - 개별 연구선 투자, 운영비, 유지보수비의 최적화 

  - 국가 차원 또는 부처 차원의 연구선단, 연구선급의 균형에 있어서의 최적화

○ 연구선단 투자․활용에 한 학․연․관계의 강화된 파트너십과 국가 차

원의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

킬 수 있는 일관된 계획 수립 필요

○ 이외에도 향후 신규 해양연구선 건조 필요에 한 논리적 근거 제시 필요

  - 예상되는 해양연구, 교육, 국민 홍보의 미래 트렌드와 수요 응

  - 국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효과

  - 해양학계․연구계의 전반적인 공감  형성

  - 정부 지원 타 분야 신규 인프라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신뢰성

제3절  연구 목적

  ○ 향후 2032년까지 중장기적인 수요에 처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다목적 

해양연구선단 구축 전략 및 활용 방안 수립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통한 해양강국 실현

- 해양과학기술 연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 

- 국가적 차원의 해양연구선단 개념 정립 및 도입을 통한 해양연구선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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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

- 예상되는 미래 해양연구 트렌드, 해양 자원 확보 및 해양경제영토 확장 등 

국가적 수요에 응

제4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연구 내용

  ○ 해양연구선단 운영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 해양연구선 운영 현황 분석

    - 국외 해양연구선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 국외 해양연구선단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해양연구선 건조 및 활용 수요 조사(해양개발․탐사 미래 트렌드, 국가 장

기 계획 등 반영)

  ○ 해양연구선단 구축

    - 국가 차원의 중장기(향후 20년간) 비전 및 목표

    - 해양연구선단 구축 로드맵 작성

    - 목적선(해양학/해양과학연구(Ocenography/Ocean Science)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연구선, 드릴링연구선, 잠수정지원모선 등)별 개념 설정 및 건조 

방안

    - 목적선 및 탑재 장비 등 최적 사양

    - 연구선단 연계 인프라(목적선별 전용부두, 정비동 및 수조, 탑재 기장비, 시

료 보관시설 및 분석장비 등) 구축 및 확  방안

  ○ 해양연구선단 활용

    - 해양연구선단 활용 주요 형연구개발과제 등 

  ○ 해양연구선단 구축 전략 및 역할 분담

    - 해양연구선단 구축 전체 전략

    - 구성 항목별(목적선 건조 및 목적선별 탑재장비 개발) 전략

    - 해양연구선단 구축 사업 추진체제 및 역할 분담

    - 사업 규모(소요 예산,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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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조달 방안

     ㆍ각 소요내역별 산출근거, 민간투자확보 방안 등

  ○ 사업 타당성 분석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2. 연구 범위

  ○ 연구선의 선급별 분류 기준은 미국 UNOLS의 기준을 적용하되,  본 장 제1

절에 나타나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선급별 분류 기준을 참조함

    - 연구선의 전장, 운항거리, 총톤수, 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Global급, 

Ocean급, Regional급으로 구분하고, 전장 40m 이상 선박을 상으로 함

<표 1-7> 연구선 규모에 따른 연구 범위

                선급
 선박 역량

Global급 Ocean급 Regional급

전장(m) >70 55∼70 40∼55

  ○ 조사․분석 상 기관

    - 해양과기원(극지연구소 포함),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

리공단, 해양학 관련학과 개설 학, 해양관련 산업체 등

제5절  기초자료 분석

1. 국내 선행연구, 최근 이슈, 정책동향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해양연구선단과 관련한 연구사례는 없으며, 단지 연

구선 운영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소

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현 해양과기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

유의 연구선에 한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술연

구회 소관연구기관 소유 연구 조사선의 장기적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 한국해양 학교)”를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 현재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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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5,900톤급 형과학연구선의 운영시스템 및 활용 방안 도출을 목적으

로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한국해양연구원, 

2011. 2)”와 “ 형해양과학연구선 운영시스템 기획연구(서울 학교산학협력

단, 2011. 5)”를 수행하였음 

  ○ 또한, 최근에는 다음의 <표 1-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양연구선 건조와 

관련된 수차례의 기획연구, 건조 타당성 조사, 현황 조사, 정책 검토 보고 

등은 이루어져 왔음

<표 1-8> 해양연구선 관련 국내 최근 이슈, 정책동향 및 기초자료

구분 제목 관련기관 주요 골자 요약

기획

연구

대형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구

(2008. 12)

장만 외 

/KORDI

• 대양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첨단 대형

  해양과학연구선(4～5천톤급) 건조 기획

천해 지반탐사용 시추선 

건조사업 기획연구

(2010. 3)

신동혁 외 

/KORDI

• 건조 필요성 및 활용계획

• 시추선의 사양분석

• 건조계획(안) 및 운영� 유지 방안

동해(독도)전용 

해양연구선 건조를 위한 

기본구상 및 활용방안 

연구(2011. 7)

권석재 외 

/경상북도

• 건조의 타당성 검토

• 해양연구선 사양 검토

• 단계별 추진방안 도출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

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11. 7)

오위영 외 

/KORDI

• 기후변화 대응연구 및 자원 확보 등을 중심으

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지구적 해양과

학조사 연구에 대한 통합 중장기 종합연구계

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2008. 8)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 4,000톤급 종합해양과학연구선 설계 및 건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사업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2009. 7)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 해양과학연구선 사업 기획연구(2008)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용과 편익 추정과 연구

선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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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해양연구선 관련 국내 최근 이슈, 정책동향 및 기초자료(계속)

구분 제목 관련기관 주요 골자 요약

현황

조사

일본 JAMSTEC의 

해양연구선단 운영현황 

조사(2011. 8)

연구선

건조사업단 

/KORDI

• 선단 운영사례 조사

• 관련 조직, 기능, 인원 및 운영전략

• 운영, 장비유지보수 정책 등

R&D

사업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 

계획연구(2011. 2 완료)

석봉출 

외/KORDI

• 연구선 활용을 위한 연구수요 예측

• 연구선 운영방안 검토

정책

검토

보고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보고(2011. 11)

사업3실 

/KIMST

• 특수목적선의 필요성 및 건조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해양정책국)

 - 2012년 : 기획연구 추진

 - 2013년 : 예비타당성 조사

 - 2014년 : 기본설계

 - 2015~16년 : 실시설계 및 건조

 - 2017년 : 시운전 및 인도� 취항

해양과학연구선의 효율적

활용방안 보고(2012. 2)

해양기술

정책연구부/

KORDI

• 원내 연구선 수요 및 사용료 현황

• 선박 운영방식 비교(직영 vs. 아웃소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검토

미래전략

과제

아이디어

제출

해양연구선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 

연구선박 건조사업(2012. 2)

사업3실

미래전략실/

KIMST

• 1쪽으로 요약된 아이디어 제출(국토해양부)

• 대형연구선 후속 목적선 등의 구축 로드맵 도

출 및 단계적인 설계� 건조

• ‘12~‘13년 기획연구 추진, 예타 실시

• ‘14년 이후 2~3년 주기로 선단 증강

  ○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국가 실험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국토해양분야)” 최종보고서에서 도출한 국토해

양분야 형 국가 실험인프라 후보사업의 해양분야 7건에는 해양연구선은 

제외되어 있음

    - 국토해양분야 형 국가 실험인프라 후보사업(해양분야) : 해양시뮬레이션센

터, 해양바이오 코어시스템, 해외 해양과학기지, 해양 바이오돔(Test-bed), 

해양사고 재현 및 훈련 시뮬레이터, 해양조사관측장비 교정기반시설, 해양 

SOC 검증센터

  ○ 본 기획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연구선단 관련 연구로서, 국가 소유의 

연구선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해양학

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해양연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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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해양연구선단 관련 보고서 조사・분석

  ○ 연구선단 구축 및 운영 관련 해외 사례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래 보고서

들을 입수 분석하였음  

<표 1-9> 국외 해양연구선단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관련기관 사이트

Federal oceanographic fleet status report NOPP www.geo-prose.com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 in 2030

The National 
Academies

www.nap.edu

Science at Sea
The National 
Academies

www.nap.edu

A Review of the Ocean Research Priorities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ww.nap.edu

Fleet Improvement Plan 2009 Final UNOLS www.marine.usf.edu

European ocean research fleets 2007
European Science 

Foundation
www.pogo-oceancruises.

org

Ship Scheduling Committee Report, 2012
Research Vessel 

Operators 
Committee

http://www.unols.org/co
mmittees/rvoc/

3.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현재 해양연구선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국가 상위 종합계획은 2011년 

1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으로 승

인받은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2020 MTRM)"이며, 동 계획의 중점기술 

추진전략 중 ‘신해양산업기술 발굴·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진흥’ 분야에 “첨단 

해양장비 개발과 전략제품화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향상 및 세계 해양장비 

시장 선도”하겠다는 해양장비에 한 계획이 언급되어 있고, 시스템 개선 

전략 분야의 ‘해양 R&D 투자확 를 위한 기반강화’에서 “해양과학연구선 

확충”을 명시하고 있음

  ○ 관련되는 실천계획으로서는 2012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2020 MTRM의 연

구개발 시설·장비 확충 부문 실천계획으로 수립한 “해양 학술 SOC 중장기 

확충계획(2013∼2020)”이며, 동 계획에서는 해양연구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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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조사를 위한 형연구선부터 연근해 조사용 중소형연구선까지 다양한 

수요 존재하나, 기후변화 응, 재난 비 등에 필수적인 해양환경 분야 연

구를 위한 SOC 구축 미진

    - 통합적 계획 부재로 인해 전략적 고려와 연계가 부족한 결과 나타남

     * 해양연구조사선, 해양과학기지, 바이오돔 등 주요 해양 학술 SOC가 개별

적으로 구축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의 해양 학술 SOC 투자 미흡

     * 현재의 투자규모가 적절하다고 보는 전문가의 비율은 6%에 불과

     * 총 GDP 비 3,000톤급 이상 형연구선 구축 정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는 영국에 비해 1/4, 일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

    - SOC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각각 관리/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통합적 해양 

학술 SOC 관리/운영 전문역량 미흡

    - 해양 학술 SOC 구축 기획 시 관리/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 계획 부재

    - 해양 학술 SOC에 한 공평한 접근과 효과적 공동활용이 미흡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특정 기관의 독점을 지목

     * 해양 학술 SOC가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공동활용되고 있다

는 전문가 의견은 12%에 불과

     * 공동활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절  다수가 ‘특정 기관의 독점’(91%)을 

들었고, ‘수량 부족’(46%)이나 ‘홍보와 정보공유 부족’(55%)이 부수적 원인

으로 꼽힘

    - 해양 학술 SOC 구축을 주도한 기관이 관리 및 운영을 담당

    - 구축 기관이 통상 수요가 많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은 긍정

적 측면

    - 타 기관 연구자들의 접근과 공동활용에는 저해요소로 작용

     * 특히 민간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에 한 일반 연구자들의 접근 및 활

용은 더욱 어려워 공유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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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다음의 <표 1-10>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반

영하였음 

<표 1-10> 외부 자문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조사선 수요 예측 및

활용계획 부문

이상묵 서울대 자연환경과학부 교수

이원호 군산대 해양학과 교수

정해진 서울대 자연환경과학부 교수

이경진 해양대 해양환경․생명과학부 교수

김진호 지질자원(연) 해저물리탐사연구실장 

김세준 지질자원(연) 책임연구원

김영배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사무관

정  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서기관

이충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사무관

남수용 지오시스템리서치 부사장

김재웅 석유공사 시추2팀장

조사선 건조

타당성 부문

경제적 타당성
이현우 아이티베인 이사

강위창 대전대 비지니스정보통계학과 교수

기술적 타당성 강민수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해외 Shozo Tashiro JAMSTEC 해양공학센터 운항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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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해양연구선단 구축 및 운영 현황

제1절  미국(UNOLS)

1. 일반 현황

가. 개요

○ UNOLS(University-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y System)

  - 1971년 연구선을 운영하는 17개의 연구조직이 연합하여 헌장(Charter)을 

제정 승인함으로써 공식 출범 

  - 2013년 현재 해양과학분야에서 학술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

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용시설 및 기장비를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을 

촉진하는데 관심을 가진 62개 연구학술기관13)들의 연합체

  - 최초 UNOLS의 헌장(Charter)은 1972년에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0년에 수정

  - UNOLS 또는 하위 조직에 의한 권고와 결정은 어떤 회원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헌장(Charter)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UNOLS

는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자문기구

  - 헌장의 개정 또는 부속서의 추가 또는 삭제는 회원기관 2/3 찬성으로 결

정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투표도 가능하고 투표 관련 문서는 투표일 

30일 전에 송부

○ UNOLS 설립 배경

  - 1960년  3개 분야별 기관의 이해관계로 논의 출발

 ∙연구기관 :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관에서는 선박 사용 요구

 ∙예산지원기관 : 주로 NSF나 ONR(Office of Naval Research)과 같은 조

직으로 선박 운영비용의 증가 및 예산 확보 문제, 각 기관의 선박 운영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필요

 ∙선박보유기관 : 선박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높은 

선박 운영비에 한 부담 해소가 필요

  - 1969년 미국 통령의 해양과학공학자원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13) UNOLS 회원기관 명단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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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ine Science, Engineering and Resources)가 NOL (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ies)이라는 연방기구, 교육기관 간 연구 및 제반 

시설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권장하는 'Stratton 보고서'를 발간하

게 되었으나, 해당 보고서의 계획은 NOAA나 Sea Grant 설립건과 같이 

세부적이지 않아 곧 무산

  - 이후 NSF가 세부적으로 “NOLS(National Oceanographic Laboratories 

System)"라는 명칭으로 연구선단의 조정 및 스케줄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교육기관 측의 합의(정부의 지나친 통제 배제)를 이끌어 내면서  

”UNOLS"라는 명칭으로 1971년 공식 출범

  - 출범 당시 UNOLS의 주요 목적은 선박 이용 기회 증가, 상호 협조적 사

용시간 배정(ship scheduling), 선박 운영의 표준화, 예산 배정의 균일화 

등이었음

  - 현재 UNOLS의 주요 취지는 현장탐사 배치 및 Ship Time Scheduling 개

발이며, 기타 원가회계의 균일화, 크루징 리포트, 선박운영 데이터 및 정

보 취합․배포 서비스 등을 포함

나. UNOLS의 목적 및 역할

○ 목적

  - 해양연구 시설의 활용 및 접근성을 조정․검토하며, 해양학계 프로그램의 

필요와 신설을 연계

  - 이용 기관을 위한 시설의 조합 및 양적 향상, 교체 및 변경하는데 한 

우선순위 추천 및 권고 

  - 해양학계에 한 연방정부 및 타 기관의 지원을 촉진시킴으로써 미국 해

양프로그램의 우수성 보전 및 향상 등

○ 역할 : 학술적 해양학 연구에 있어 선박, 항공기, 잠수정 등과 같은 설비 

사용에 한 접근을 조정하고 검토

  - UNOL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19척의 연구선들의 효율적 스케줄링임

  - 현재의 설비를 학문적 해양프로그램 수요와 비교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통

해 선박 교체, 개선 또는 설비의 수나 구성을 개선

  - 해양학 발전을 위해 연방정부의 해양학프로그램 양성 및 미국의 해양학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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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OLS의 조직

○ UNOLS의 조직은 의장(UNOLS Chair)과 차기 의장(Chair-Elect), 이사회

(Council) 및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Committee), 사

무국(Office) 등으로 구성됨

○ 의장(UNOLS Chair)

  - 해양학계 전반에 걸쳐 UNOLS를 표하고, UNOLS 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주재하며, UNOLS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장으로서 이사회와 

협의하여 기타 위원회의 위원들을 지명하고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운영방

향과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

○ 차기 의장(Chair-Elect)

  -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의장 역할을 행하고, 명시된 일정에 따

라 의장의 취임 준비 작업 수행

○ 직전 의장(Immediate Past Chair)

  - 현 의장의 임기 직전 의장으로서 의장 재임 시 이슈들에 한 개인 경험을 

전수하며, 이사회 멤버로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참여 

○ 이사회(Council)

  - UNOLS의 운영 및 관리기구로서 UNOLS 회원기관을 표하며, UNOLS 

활동 모니터링, 사용 가능한 해양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 독려, 다른 기관

의 과학자에 한 연방정부의 지원 시설에 한 접근 제공 등을 통하여  

UNOLS의 역량을 결정

  - 이사회 멤버는 <표 2-1>과 같이 의장, 차기 의장, 직전 의장, UNOLS 선박 

운영기관 2인, 설비 운영기관이 아닌 회원기관 2인, 회원기관과 제휴한 기

관으로부터 추천된 자 3인, 산하 9개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 등 총 19인으

로 구성

  - 이사회는 통상 연간 2∼3회 개최되며, 이사는 3회 연속 회의 불참시 이사 

자격 상실

○ 사무국(Office) 및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 UNOLS 사무국은 관행적으로 운영기관에 번갈아 가며 설치되며, 현재는 

Rhode Island의 Narragansett에 위치한 Rhode Island 해양학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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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모든 사무를 관장

  - 이사회는 5년 간격으로 사무국의 성과와 활동에 한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최  10년 동안 단일 기관 내에 유지할 수 있음

  - 사무총장과 직원은 공개 경쟁에 의해 선발

<표 2-1> UNOLS 이사회 구성 현황

성명 소속 기관 직위

Peter Ortner University of Miami Chair

Christopher Measures University of Hawaii Chair-Elect

Bruce Corliss University of Rhode Island Past Chair

Deborah Smith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이사(추천)

Craig M. Lee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사(운영기관)

Bruce Appelgate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이사(추천)

Debbie Steinberg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이사(추천)

Kenneth Coale Moss Landing Marine Laboratories 이사(운영기관)

Wilford Gardner Texas A&M University 이사(비운영기관)

John M. Morris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n 이사(비운영기관)

Lee Cooper University of Maryland Chair AICC

Peter Girguis Harvard University Chair DESSC

Clare Reimers Oregon State University Chair FIC

Stewart Lamerdin Moss Landing Marine Laboratory Chair SSC

Joe Malbrough Louisiana Universities Marine Consortium Chair RVOC

Dave Fisichella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Chair RVTEC

Daniel Schwartz University of Washington Chair SCOAR

Dale Sawyer Rice University Chair MLSOC

Larry Atkinson Old Dominion University Chair OOSC

○ 선박운항일정조정위원회(SSC; Ship Scheduling Committee)

  - UNOLS 선박과 관련된 설비를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동시에 경제

적인 활용을 위해 선박 운항일정을 조정

○ 극쇄빙조정위원회(AICC; Arctic Icebreaker Coordinating Committee)

  - 쇄빙선단의 설비와 과학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 에 감독과 자문

을 제공

○ 심해잠수과학위원회(DESSC; Deep Submergence Science Committee)

  - 국가심해잠수설비(NDSF)의 설비 사용에 해 감독책임을 지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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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기술증진위원회(RVTEC; Research Vessel Technical Enhancement Committee) 

  - 해양에서 진행되는 과학프로그램과 해양학 설비에 한 기술지원을 늘리

기 위한 활동과 개선을 촉진

○ 해양학항공기연구과학위원회(SCOAR; Scientific Committee for Oceanographic 

Aircraft Research)

  - 항공기 설비 관리자와 연방기관들에게 자문과 권고를 담당하며, 설비 이

해관계자간의 협력과 협조를 도모

○ 마커스랑세스과학감독위원회(MLSOC; Marcus Langseth Science Over-sight 

Committee)

  - UNOLS 내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위원회이며, NSF의 연구선 마커스 랑

세스호의 과학적 운영을 감독 

○ 연구선박운영위원회(RVOC; Research Vessel Operators Committee) 

  - 실질적인 선단 운영은 선단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선박 단위에서도 이

루어짐. 모든 UNOLS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해양 감독관이 있으며  

이들은 선박의 일상 운영에 해 책임을 짐. UNOLS와 비 UNOLS 연구 

선박 운영자 소속의 해양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단 표준과 해양 

안전, 해양과학연구와 교육기관 간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선단개선위원회(FIC; Fleet Improvement Committee)

  - 1986년 UNOLS는 FIC를 창립하여 진화하는 해양학 연구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단을 유지하기 위한 선단 체, 갱신에 한 

계획 수립을 전담케 함

○ 해양관측과학위원회(OOSC; Ocean Observing Science Committee)

  - OOSC는 Monterey Accelerated Research System(MARS)과 Ocean Observatory 

Initiative(OOI)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관측 지원시스템과 같은 NSF의 관측 

투자와 관련되는 결정 및 계획에 한 조언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

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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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UNOLS 조직도14)

라. UNOLS 회원기관 및 선박의 지정․운영 지침

○ UNOLS 선박은 UNOLS 이사회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선박의 리스트는 정

기적으로 이사회에서 공개하고, 지정된 선박이 UNOLS의 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정 철회를 권고할 수 있음

○ UNOLS 선박의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지만 제한적이지는 않음

    -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용을 보장

    - 학술 해양학프로그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선박들을 유지 보수

    - UNOLS 연구선박 안전기준에 따라 연구선박들을 운영 

    - NSF Ship Inspections 또는 INSURV와 같은 선박 검사 절차를 인지하고 준수

14)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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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OLS 스케줄링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스케줄링은 운영기관

의 책임이지만 UNOLS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선박사용시간 요청의 접수, 

접수 확인 고지, 조정 수행

    - UNOLS 양식에 따라 운항보고서와 평가서를 제출

    - UNOLS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 계산서와 성과들 첨부

    - 연구선들의 운영 자금 요청

○ UNOLS 선박 지정 요청은 회원기관에 제한되며, 회원기관이 아닐 경우에

는 UNOLS 헌장에 따라 회원기관 지정 신청서와 함께 선박 지정 신청서

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선박 지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신청 기관은 해양연구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선박을 운영해야 함

    - 보유하고 있는 연구 및 교육시설들을 3년 이상 공동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함

    - 선박 사용료를 포함하여, 차년도 선박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선박은 NSF Ship Inspection 또는 INSURV와 같은 안전성 검사를 성공적

으로 완수해야 함

    - 선박은 UNOLS 연구선박 안전기준 하에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용을 보장

    - 학술 해양학프로그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선박들을 유지 보수

    - UNOLS 스케줄링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스케줄링은 운영기관

의 책임이지만 UNOLS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선박사용시간 요청의 접수, 

접수 확인 고지, 조정 수행

    - UNOLS 양식에 따라 운항보고서와 평가서를 제출

    - UNOLS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 계산서와 성과들 첨부

    - 운영주체로서 선박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기관은 UNOLS 학술연구선단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양프로그램에 활

용 가능한 설비들의 증강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상기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는 신청서를 UNOL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UNOLS 선박으로서 지정

    - UNOLS 선박 지정 여부는 이사회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선박 지정 거부시, 거부 사유는 신청기관에 즉시 고지되고, 신청기관은 다

음의 2가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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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 1 : 신청기관은 특정 결격사유를 해결한 후 이사회에 재신청

     ∙OPTION 2 : 신청기관은 UNOLS의 일반 회원 자격으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정은 UNOLS 헌장의 지정 

절차에 따라 차년도 회의에서 투표에 의하여 결정

2. 해양연구선단 구축 현황

가. UNOLS 선단의 분포

○ 미국 해안, 버뮤다, 파나마, 5 호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연방기관, 주정부, 

민간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해양학 연구프로젝트를 지원(그림 2-2 참조)

○ UNOLS 선박의 사용은 주로 국가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해군, 해양 기청(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주로 지원

<그림 2-2> UNOLS 회원기관 및 주정박지 분포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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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NOLS의 선급 분류 및 정의

○ UNOLS는 기본적으로 6개 선단급으로 구성(Global, Ocean, Intermediate, 

Regional, Regional/Coastal, Local)하나, 2013년 현재는 4개 선단급(Global, 

Ocean/Intermediate, Regional, Coastal/Local)으로 구성 운영 중(표 2-1 참조)

  - Global급 : Global급 선박은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박급

 ∙ 규모의 일반목적 해양학 연구선박이며 전 세계 어디라도 항해 가능

 ∙바다가 잠잠하지 않을 때에도 항해 가능

 ∙30∼38명 규모의 과학자들이 승선 가능

  - Ocean급 : 2001년 연방해양학설비위원회(Federal Oceanographic Facilities 

Committee, FOFC)의 선단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에 의해 규정

 ∙다양한 과학적 공간을 갖춘 선박으로 체시킴으로써 선단 현 화에 

있어 중요한 수요를 충족

 ∙ 체로 다목적 연구선이며 여러 용도의 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

 ∙현재 Global급 선박의 능력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을 

최  25명까지 승선 가능

 ∙최  40일까지 적정 속도 기준으로 2만 km까지 항해 가능

  - Intermediate급 : 중간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일반적 용도의 선박

 ∙Global 범위로는 불가능하지만 외양 항해가 가능

 ∙UNOLS 선단에는 5척의 Intermediate급 선박이 있음

 ∙18∼20명 정도 과학자들이 선승할 수 있으며, 부분의 선박이 퇴역을 

앞두고 있음

  - Regional급 : 륙주변부나 연안지역 내부 또는 근처에서 활동

 ∙일반 목적의 선박으로 통합된 학제간 연안해양학을 지원토록 설계

 ∙연안만과 강하구에서 륙붕을 벗어난 심해까지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

서 운영

 ∙미국 연안과 멕시코만 해저 분지에서 과학, 교육 및 공학적 활동을 지원

  - Regional/Coastal급 : Regional급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통상 크기가 Regional급 선박보다는 좀 더 작고 운영비가 적게 소요

15) UNO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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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알 샤프는 동급 내 가장 최신 선박이며 2006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쌍동선인 월튼 스미스는 2000년부터 선단에 합류

  - Local급 : 더 큰 또는 더 강한 내구성을 요하지 않는 근해 수요를 충족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이즈와 원가 효율

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역량을 구비토록 설계

 ∙연구목적 외 교육적 프로그램을 종종 수행

 ∙전통적으로 연방자금으로 건조되진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운영 지원을 받음

다. 선단 규모의 변화

○ 1995년에는 19개 기관과 컨소시업이 운영하는 26척, 2008년에는 17개 기관

에서 운영하는 23척, 2013년 현재 1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19척의 선박으

로 구성

<표 2-2> UNOLS 등록 운영 중인 연구선 현황16) 

선급 선명 소유주체 운영주체 건조
년도

전장
(m) 총톤수 승조원수/

연구원수
항속

(knots)

Global

 MELVILLE Navy SIO 1969 85 2,516 23/38 11.7
 KNORR Navy WHOI 1970 85 2,518 30/34 12
 THOMAS G. THOMPSON Navy UW 1991 84 3,250 31/36 12
 ROGER REVELLE Navy SIO 1996 84 3,180 22/37 12
 ATLANTIS Navy WHOI 1997 83.5 3,200 23/36 12
 MARCUS LANGSETH NSF LDEO 1991 71.5 3,834 20/35 11

Ocean

 KILO MOANA Navy UH 2002 57 1,407 20/28 12
 OCEANUS NSF OSU 1975 54 261 12/15 11
 ENDEAVOR NSF URI 1976 56 290 17/18 11
 NEW HORIZON SIO SIO 1978 52 297 12/19 9

Regional

 ROBERT GORDON SPROUL SIO SIO 1981 38 85 5/12 8.5
 PELICAN LUMCON LUMCON 1985 35 261 5/17 9
 ATLANTIC EXPLORER BBSR BIOS 1982 52 299 ?/22 10
 HUGH R. SHARP UD  UD 2005 44.5 495 8/14 11.5
 POINT SUR NSF MLML 1981 41 294 14/11 10

Local

 F.G WALTON SMITH UM UM 1999 26.2 97 5/14 12
 SAVANNAH UG UG 2001 28 265 5/14 9
 BLUE HERON UMD UMD 1985 26 200 4/7 9
 CLIFFORD A. BARNES NSF UW 1966 20 80 4/6 9

USCG 
ICEBREAK-

ERS

 USCGC HEALY USCG USCG 1999 128 16,000 75/50 12.5
 USCGC POLAR STAR USCG USCG 1976 122 13,406 141/? 15
 USCGC POLAR SEA USCG USCG 1977 122 13,406 180/35 15

16) SIO(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WHOI(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UW(University of 
Washington), LDEO(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UH(University of Hawaii), OSU(Oregon State University), 
URI(University of Rhode Island), LUMCON(Louisiana Universities Marine Consortium), BBSR(Bermuda Biological 
Station for Research), BIOS(Bermuda Institute for Ocean Sciences), UD(University of Delaware), MLML(Moss 
Landing Marine Laboratories), UM(University of Miami), UG(University System of Georgia), UMD(University of 
Minnesota - Dul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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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연구선단 운영 현황

가. 선박사용시간(Ship Time Request) 신청 절차

○ 최  2년이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

① Ship Time Request 및 제안서 제출

② Peer And Program 리뷰 : NSF, Navy, NOAA 등 연구선 소유기관 검토

③ UNOLS의 스케줄링 : 스케줄링 초안 작성 → 스케줄링 미팅 → 최종 

스케줄링(Ship Scheduling Committee)

④ 해당 운영기관에 제안서 제출

⑤ 연방기관 등의 예산 지급 : 제출된 지원서 중 약 33%만이 예산 확보

○ Ship Time Request 작성 시 기관명, 제안서 제목 및 기관, 이동 및 작업시 

필요한 총 날짜수, 작업 종류, 선박 규모나 선급(class), 작업 구역, 항구, 

특정 장비 및 연구진 규모에 한 기입이 필요하고, 기타 세부 탐사 일정

은 스케줄링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신청 양식 : http://strs.unols.org/Public/diu_request_view.aspx?request_id=1000158

나. UNOLS 선박 운항일정 조정

○ UNOLS 선박운항일정조정위원회(Ship Scheduling Committee, SSC)

  - UNOLS 선박의 운항일정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적어도 

매년 한번 회동을 하며 지속적인 커뮤니테이션을 통해 선박사용시간과 운

항일정을 조정

○ 선박 운항일정 조정 절차

  - 각 연구기관은 선박시간을 요청하는 수석조사관(Principal  Investigators, 

PIs)을 달리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조사관들은 선박시간요청시스템(Ship 

Time Request System, STRS)을 통해 신청

  - PI는 STR 양식을 이용해서 선박이나 선급을 요청하며, 최적의 항해일, 필요

항해일수, 연구 해역, 필요한 선상 기장비 등을 요청

  - 선박시간 요청은 공동 사용 예정인 과학자들과의 조정을 허용

  - PI가 온라인 STR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선박 운항일정 조정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로 송부

  - 자금 지원기관과 여타 스폰서들은 제안된 과학연구프로그램에 한 피어리

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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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의 제안이 검토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제안과 관련된 선박시간이 결정됨 

∙최종 선박 운항일정은 통상적으로 요청 항해년도 1년 전에 결정되며, 반

복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2-3> UNOLS 선박 운항일정 조정 절차17)

다. 선박사용시간 신청의 지리적 분포 

○ 표준해군차트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한 총 선박사용시간

의 지리적 분포 분석

○ 선박사용시간을 가장 많이 신청한 해역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 

  - 선박 이용가능성, 물류제약조건 완화, 내부의 지원 그리고 자국 수역에 

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이해관계 때문 

○ 이러한 분포는 적절한 규모로 배분된 연구선단 및 연구선 구성과 전세계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프로그램을 충족시킬 다양한 역량에 한 지

속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17)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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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UNOLS 선박 사용시간 신청 해역별 분포(2000∼2006년)18)

다. 운항일수

 ① 총 운항일수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선박 운항일수 수요는 3,000일 이상 증가했음

○ 2004년 이후, 선박 운항일수 수요는 10,000일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비록 자금 지원을 받은 선박 운항일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선박 운항일수 수요는 여전히 높음

 ② Global급 운항일수

○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최저 1,300일에서 최  1,750일 정도의 운항

일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도 이후 Ewing호가 퇴역함으로써 운항일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 2007년도 기준으로 총 1,424일의 운항 실적으로 보임에 따라 5척의 Global

급이 운항되었음을 감안하면, 선박 당 285일의 평균 운항 실적을 기록함으

로써 최적운항일수(FOY) 300일을 밑돌고 있음  

18)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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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UNOLS 선박 총운항일수 수요와 자금지원 선박 총운항일수19)

 ③ Ocean/Intermediate Class 운항일수

○ Ocean급은 2002년 가을에 편입된 Kilo Moana호가 유일하게 운항 중이고, 

2007년도 운항일수는 270일이며, Ocean급 선박의 자금지원 선박일수는 

Global급과 비슷한 수준임

○ Intermediate급 선박은 5척이 운항 중이며, 선단 내에서 노후 선박이 가장 

많은 급으로 수년 간 자금지원 선박일수가 최적운항일수(FOY) 250일을 하

회했으며, 1995년 이후 노후 선박이 퇴출만 되었지 체가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선박일수는 감소하고 있음 

○ 부족한 침상과 연구실 공간으로 인해 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없었고, 배의 역량 부족, 선박의 규모 부족으로 인해 사용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음

○ Intermediate급 선박은 복잡한 과학실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지고,  선

박의 크기가 고위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때

문에, 동급의 선박은 더 크고 역량 있는 Ocean급 선박으로 체되고 있음

19)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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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Regional Class 운항일수

○ Regional급 선박은 3척으로서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선박의 

사용은 최적의 상태에 근접했으며, 2007년 자금지원 선박일수가 감소하였음 

○ 2006년 Alpha Helix호의 퇴출로 인해 Regional급 역량은 2007년 항해일수가 

409일 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선박 당 평균 운항일수는 약 136일 정도임

 ⑤ Regional/Coastal급 운항일수

○ Regional/Coastal급은 2007년 기준으로 4척이 운항 중으로 2006년 이후 운

항일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2007년 총 운항일수가 약 640일을 기록(선

박 당 160일)함으로써 최적운항일수(FOY) 180일을 하회 

 ⑥ Local급 운항일수

○ Local급도 2007년 기준으로 4척이 운항 중으로 2001년 이후 총 운항일수  

400일 수준(선박 당 100일)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최적운항일수(FOY) 

110일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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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UNOLS 각 선급별 운항일수 추이20)

<그림 2-6> UNOLS 각 선급별 운항일수 추이(계속)

라. 연구선단 운영비용

 ① 연간 운영비용

○ UNOLS 설비에는 선박과 심해잠수정 등의 국가심해잠수설비(National Deep 

20)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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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ergence Facility, NDSF)가 있으며, 이들의 운영비용은 연료, 승조원 급

여 및 복지혜택, 기술서비스, 유지, 보안과 안전관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의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 이래, UNOLS 선박의 각 

선급에서 발생한 연간 평균 운영비용은 증가했으며, 연간 비용 상승이 가

장 많이 일어난 급은 Global급 선박임

  - 1998년에는 약 4.5백만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8.6백만 달러로 거의 두 배 

상승했으며, 그 이유로는 선박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즉 연료

비 상승, 새로운 보안 및 안전 규정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Global

급 선박은 다른 급보다 이러한 요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았음

  - 이외에 승조원에 한 건강보험 비용의 상승, 선단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증가가 총 운영비용 증가에 기여하였음

○ 2007년도 기준으로 Global급 선박의 연간 평균 운영비용은 약 8.6백만 달

러이며, Ocean급이 약 7,4백만 달러, Intermediate급이 약 3백만 달러, 

Regional급이 약 2백만 달러, Regional/Coastal/Local급이 약 1백만 달러 

수준임 

<그림 2-7> UNOLS 선급별 평균 운영비용 추이21)

21)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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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2-8>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연간 선단 총

운영비용의 추이로서, 2008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9천만 달러에 근

접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

○ 2004년 이후 선박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 상승

<그림 2-8> UNOLS 연도별 총 운항일수 및 운영비용 추이22)

 ② 일 운영비용

○ 앞에서 조사한 운항일수와 연간 운영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기준 선급별 평균 일 운영비용은 다음과 같음(표 2-3 참조)23)

  - Global급의 일 평균 운영비용은 30,175달러(약 28,304천 원)

  - Ocean급의 일 평균 운영비용은 27,407달러(약 25,708천 원)  

  - Intermidiate의 일 평균 운영비용은 17,751달러(약 16,650천 원)

  - Regional의 일 평균 운영비용은 14,796달러(약 13,879천 원)

  - Regional/Coastal의 일 평균 운영비용은 6,250달러(약 5,863천 원)

22) UNOLS, 2011, Ship Scheduling Report, UNOLS RVOC MEETING, April 26-28, 2011.
23) 원화는 2007년 12월 환율(1달러=938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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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UNOLS 선급별 일 평균 운영비용

선급
연간 평균

운영비용(천＄)
연간 총
운항일수

연구선수
연간 평균
운항일수

일 평균
운영비용(＄)

Global 8,600 1,424 5 285 30,175

Ocean 7,400 270 1 270 27,407

Intermidiate 3,000 847 5 169 17,751

Regional 2,000 409 3 136 14,706

Regional/Coastal 1,000 640 4 160 6,250

마. 연구선단에 한 운영비 지원

○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주체가 연구선의 운영비를 연구과제에 포

함하지 않고 필요한 연구선 운항일수(ship time)를 신청

○ 주어진 운항일수에 한 연구선 운영비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운항주체에게 지급하는 방식

○ 주로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태이며, 소유주체와는 상관없이 

여러 국가기관들을 통해 운영비 확보

○ UNOLS 연구선단은 주로 NSF(60%), 해군(15%), NOAA(10%)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음(<그림 2-9> 참조)

  - 이외에 운영과 기술서비스 비용 지원 연방기관으로서 환경보호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 광물관리청(Mineral Management Service, MMS),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육군공병단(Army Corp of Engineers, 

ACOE), 항공우주국(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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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UNOLS 연구선 운영비 기관별 지원 현황(2011년)24)

4.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 계획

가. 중장기 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단기적으로 연구선단 운영 자금과 연구비 감소로 인해 선박시간 수요와 

선박시간 공급 능력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예산 제약과 비용 상승

에 직면

  - 연방 예산의 경우 변화가 없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료비 및 인건비가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보다 빠르

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더하여 새로운 안전수칙 및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

○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선단은 노후화되고 많은 선박이 예상 사용기한

에 직면

  -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의 상승

  - 통상 신규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완공하는데 약 10년 이상의 소요 기간을 

감안

  - 2017년이 되면 선단 내 모든 Intermediate급의 선박, 3척의 Regional/ 

Coastal급, 그리고 1척의 Local급 선박이 퇴역 예정

24) UNOLS, 2011, 앞의 보고서(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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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시나리오 로 간다면 2025년경 규모 Global급 선박이 필요한 Global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능력이 폭 감소하게 될 것임

  - 레벨(R/V Revelle), 아틀란티스(R/V Atlantis), 랑세스(R/Vs Langseth) 등 

3척만 운항 가능

○ 2008년, 2010년 선박운항일수는 각각 4,300일, 4,000일인 반면, 2025년 이용

가능 선박일수는 3,270일 정도로 폭 감소 예상

  - UNOLS 선단은 점차 사용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특히 봄, 

여름의 성수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선단의 전면 재보수, 체선 등에 한 지속적인 장기 계획 필요

나. 2025년까지의 연구선단 개선 활동 및 계획

○ 해양연구를 지원하는 연방기관들은 역량 있는 선단을 유지할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NSF의 지원으로 Regional급 선박 3척과 알래스카지역 연구선박(Alaska 

Region Research Vessel, ARRV) 1척을 건조할 계획

  - 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ONR) 또한 해군자금으로 Ocean급 

선박 2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수립

  - 추가적으로, NSF는 체유인잠수정 개발 및 심해잠수정 앨빈호 업그레이

드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된 유인잠수정은  

4,500미터에서 최  6,500미터까지도 잠수 가능함

○ 2025년이 되면 2013년 기준 19척이던 전체 선단의 규모가 14척으로 줄어들 

것임

  - Global급 3척이 체되는 선박 없이 사용기간 종료

  - Intermediate급 5척, Regional급 2척 선박이 2017년이 되면 사용기간 종료되

며, 동 기간까지 Ocean급 선박 2척과 Regional급 선박 3척이 건조되어 퇴

역 선박을 체

  - UNOLS 임무를 수행하는 Regional/Coastal, 그리고 Local급 선박 8척 가운

데, 단 3척만이 2025년에도 운영 중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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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급

  - 일반적 목적의 Global급 선박은 사용기간 종료 1년을 앞둔 레벨호만 운영

  - 다른 Global급 선박 2척은 일반 목적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주로 

특수 잠수정과 지구물리학 업무 수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Ocean급

  - 2025년이 되면 Ocean급 선박 4척이 멜빌호와 크노르호가 담당했던 Global

급 선박 임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Ocean급 선박은 Intermediate급 선박 5척이 수행해온 임무 체를 위해 필요

  - 5척은 모두 2017년 사용기간이 종료될 것이며, Ocean급 선박이 건조 완료

될 때까지 현재 Global급 선박에 수행 일정이 잡혀있는 과학 업무를 지원

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음

  - 현재의 연방 자금 제약과 증가하고 있는 선박 건조 비용은 Ocean급의 선

박 규모를 비롯하여 건조와 운영에 경제적인 방향으로 설계상의 특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Regional급

  - NSF가 Regional급 선박 3척 모두를 건조하면, 동급 선박 규모는 2025년까

지 4척으로 동일할 것임

  - Ocean급 선박과 마찬가지로 신규 Regional급 선박이 현재 Intermediate 선

박이 수행중인 업무를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좀 더 경제적인 건조와 

운영을 위해 자금 제약은 이미 선박 크기를 줄이는 설계로 이어졌음 

○ 2025년이 되면 단 8척의 Ocean급과 Regional급 선박만이 운영되고, Regional/ 

Coastal 그리고 Local급 선박 8척이 3척으로 축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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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25년까지의 UNOLS 연구선단의 변화25)

<표 2-4> 2008년과 2025년의 UNOLS 연구선단 비교26)

Class

2008 2025

연구선수
승선 가능
연구원수

이용 
가능일수

연구선수
승선 가능
연구원수

이용 
가능일수

Global 6 217 1,800 3 109 900

Ocean 1 29 275 4 105 1,100

Intermed. 5 103 1,250 0 0 0

Regional 3 46 600 4 68 800

Reg/Coastal 
and Local 8 97 1,160 3 49 470

Fleet Total 23 492 5,085 14 331 3,270

25)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26) UNOLS, 2009, 앞의 보고서(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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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연합

1. EurOcean

가. 일반 현황

○ EurOcean : 유럽 해양과학기술정보센터(European Centre for Information 

o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 유럽 내 14개 정회원기관과 3개의 협력기관으로 구성

  - 2001년 9월부터 리스본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 시작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과학기술재단(the Found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과 프랑스 

Ifremer에 의해 2002년 2월에 공식 출범하였음  

  - 유럽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 지원 및 회원 간 협력 도모

  - EurOcean은 회원기관과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된 EurOcean Foundation

에 의해 운영됨

  - EurOcean Foundation은 2007년 11월 네덜란드 법률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Stichting Foundation)으로 창립되었으며, 2009년 1월 이후 포르투갈의 재

단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음   

나. 목적 및 역할

○ EurOcean은 유럽 내 해양과학기술의 정보화 작업에 중점

  - 해양과학기술의 인터넷 포털은 유럽 각 국가 및 유럽 전체의 해양연구 인프

라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해양과학기술 정보 제공

  - 유럽의 해양연구 및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기여

  - 유럽의 연구선, 잠수정 및 해양 연구장비 등에 한 정보 유지 및 제공

  - 해양연구 활동과 유럽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

  - 분석 보고서 등 발간

○ 유럽 통합 프로젝트 지원

  - 유럽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7개 프로젝트에 참여

다. 조직 

○ EurOcean의 조직은 회원기관, 협력기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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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사무국, Board of the EurOcean Foundation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위원회)는 EurOcean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서 각 회원기관의 장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

  - 전략 및 정책의 방향  - 연간 업무 계획 및 예산  - 재무관리

  - 내부 규정  - EurOcean의 운영 및 조직 관련 사항

○ 운영위원회는 임기 2년의 집행위원회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지명

○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2인, 사무총장(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Board of the EurOcean Foundation)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

○ (사무국)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조정관(Office Coordinator) 1인, 

과학관(Science Officer) 3인 등 총 5인이 근무

  - 사무총장 : 승인된 프로그램의 이행 감독, 사무국의 관리 및 감독, 새로운 

활동영역의 탐색,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과 신규 회원의 탐색, 유럽 프로젝

트에의 참여 가능성 탐색 및 제안서 개발의 임무 수행

  - 조정관은 해양 업무에 한 유럽의 정보 관리, Eurofleets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신규 프로젝트 제안의 조정 및 개발을 담당

  - 과학관은 해양인프라, 홍보, 교육 및 채용 관련 정보 관리,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담당

 

<그림 2-11> EurOcean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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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선 현황 

○ 27개 유럽 국가에서 총 265척의 연구선 운영27)

  - Global(>65m) : 65척(25%)           - Ocean(55m<L<65m) : 26척(10%)

  - Regional(35m<L<55m) : 41척(15%)   - Coastal(10m<L<35m) : 133척(50%)

○ 27개 유럽 국가 중 7개 국가는 국가별로 15척 이상의 연구선을 소유

  - 4개 국가는 20척 이상의 연구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30척 이상의 

연구선을 소유

<그림 2-12> 유럽 국가별 연구선 보유 현황28)

27) Per W. Nieuwejaar, IMR, Norway & Uwe Nixdorf, AWI, Germany, 2011, “European Research Vessels Fleets”.
28) European research vessels Infobase 홈페이지 : http://www.rvinfobase.euroc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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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현재 연구선을 건조한 지 5년 이내가 되는 선박은 3척에 불과

  - 196척의 연구선은 20년 이상이 되었고, 117척의 선박은 30년 이상이 되었음 

<그림 2-13> 유럽의 선령별 연구선 분포 현황29)

2. Eurofleets

가. 일반 현황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7번째 Framework Programme 하에 

추진되고 있는 연구인프라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16개 유럽 국가의 2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 및 조정, 관련 설

비들의 비용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유럽 차원에서 e-platform을 통하여 연구선들의 운영방식과 상호 운영 능

력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체계화

  -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기존의 유럽 Global, Ocean, Regional 연구선단을 

운영

  - 현장에서 학계와 산업계 간의 지식과 기술의 폭 넓은 공유를 촉진

  -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연구선 운영과 책임감 증진

  - 모든 유럽의 연구자들에게 해양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성능의 연구

29) European research vessels Infobase 홈페이지 : http://www.rvinfobase.euroc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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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에 한 접근을 허용

  - 역량과 성과의 관점에서 유럽 연구선단의 협력과 공동 개발을 촉진

○ EU에서 총 7.2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8개월간이며, 프랑스 Ifremer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

○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9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Eurofleets2를 

추진 중

나. 조직

○ 총회(General Assembly) : Eurofleets의 전략적인 정책 및 의사 결정에 

하여 책임을 지며 최소한 1년에 한번 개최

  - 유럽 연구선단의 전략 및 회원기관 활동의 조정에 한 관리 감독

  - 해양 기장비의 통합 촉진을 위한 의사결정

  - 기술적 방향 설정, 프로젝트 평가에 한 타당성 검증 등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 해양연구기관의 표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

여 과학 관련 문제에 한 자문 수행

  - 비용 효율적인 해양연구와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

관 및 조직 간의 지속적 정보 교환 및 활동 조정

○ 산업재산권위원회(Industrial Property Committee)

  - 수혜 조직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에 한 자문 수행

  - 프로젝트 통합 결과에 한 브레인스토밍 등

○ 산업자문위원회(Industrial Advisory Committee)

  - 산업관련 단체의 표들로 구성되며,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업

계와 연구계의 협력과 관계 증진을 위한 방향 설정 등에 한 자문 수행

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연구선, 운항프로그램 및 특수 장비에 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

보포털을 개발하여 2010년 3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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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Eurofleets의 통합정보시스템 메인 화면30)

<그림 2-15> Eurofleets의 운항정보 제공 프로그램 화면31)

30) http://eurofleet.maris2.nl/startpage.html
31) http://eurofleet.maris2.nl/v_eurofleets_v1/browse_ste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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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urofleets2 

○ 20개 유럽 국가들의 31개 해양연구기관, 학, 재단 및 중소기업들이 연구

선 및 중요 장비의 공동 이용과 Eurofleets2의 13개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 동안 9백만 유로를 투

입하여 추진하는 사업

<표 2-5> Eurofleets2의 31개 참여 기관

1 Ifremer, France* 11 IOPAN, Poland 21 SPRS, Sweden 
2 AWI, Germany 12 IPEV, France 22 TUBITAK, Turkey 
3 OGS, Italy 13 IO-BAS, Bulgaria 23 ESF, France 
4 IEO, Spain 14 MARUM, Germany 24 GINR, Greenland 
5 HCMR, Greece 15 MARIS, Netherlands 25 HAVSTOVAN, Faeroe Islands 
6 CNR, Italy 16 EurOcean, Portugal 26 IOF, Croatia 
7 GeoEcoMar, Romania 17 TUT, Estonia 27 UNIZG-FER, Croatia 
8 MI, Ireland 18 VLIZ, Belgium 28 UdG, Spain 
9 CSIC, Spain 19 IMR, Norway 29 DFKI, Germany 
10 RBINS-MUMM, Belgium 20 DTU-Aqua, Denmark 30 PROLLION, France 

31 SHIP Studio, France 

* 코디네이터 기관

<표 2-6> Eurofleets2의 12개 Work Packages

구분 Work Package

Networking 
Activities 
(6 WPs) 

NA1: Strategic governance of European research fleets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NA2: Flagship initiative for polar access 

NA3: experimental tests towards integrated and cost-efficient operational activities 

NA4: TNA preparation, cruise proposals evaluation & shared evaluation 

NA5: Innovation promotion - Fostering industrial partnership 

NA6: Training through marine research and floating universities 

TransNational 
Access 

Activities 
(3 WPs) 

TNA1: Access to European RVs 

TNA2: Super integration (multi platform experiment) 

TNA3: embarked equipment initiative 

Joint 
Research 
Activities 
(3 WPs) 

JRA1: Regional RV guidelines and generic designs 

JRA2: Innovative technologies for Hybrid and Autonomous Underwater Systems 

JRA3: Software and tools for improved scientific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on board European R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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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선단 구축 현황

○ Eurofleets의 연구선단은 24개 국에서 제공하는 총 89척의 선박으로 구성

  - Global급 선박은 14개 국 36척(40.4%)으로 가장 많으며, Regional급 선박

이 15개 국 31척(34.8%), Ocean급 선박이 14개 국 22척(24.7%)

 
<표 2-7> Eurofleets의 선급별 연구선 현황

선급 선박 수 % 운영 국가 수
Global 36 40.4% 14
Ocean 22 24.7% 14

Regional 31 34.8% 15
계 89 100% 24

○ 국가별로는 독일(15척), 영국(11척), 노르웨이(8척), 프랑스(7척), 스페인과 

스웨덴이 각각 6척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5척 이하의 선박

을 참여시키고 있음

<표 2-8> Eurofleets의 국가별 연구선 제공 현황

국가명 선박 수
선급

Global Ocean  Regional
Belgium 3 3
Bulgaria 1 1
Croatia 1 1

Denmark & Faroe Islands 3 1 1 1
Estonia 1 1
Finland 1 1
France 7 5 1 1

Germany 15 4 5 6
Greece 2 2
Iceland 2 1 1
Ireland 1 1
Italy 5 2 3

Lithuania 1 1
Nederland 5 2 2 1
Norway 8 3 4 1
Poland 3 1 2
Portugal 2 1 1
Romania 1 1

Spain 6 3 3
Sweden 6 1 1 4
Turkey 3 1 2
Ukraine 1 1

UK 11 10 1
계 89 37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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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fleets의 목적에 따른 연구선 분포는 다목적 연구선이 44척으로 약 절

반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순수 해양학연구선이 20척(22.4%), 어업조사선

이 14척(15.7%)이며, 쇄빙선 2척도 참여하고 있고 제공된 선박 중에서 9척

(10.1%)은 운항되지 않고 있는 선박임(<그림 2-16> 참조)

<그림 2-16> Eurofleets의 목적에 따른 연구선 분포 현황(2011년)

○ 선령별 연구선 분포를 보면, 21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 46척으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0년 초과하여 퇴역 직전에 있는 선박도 18척으

로 1/5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그림 2-17> 참조)

<그림 2-17> Eurofleets의 선령별 연구선 분포 현황(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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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선 운영비용

○ Eurofleets 소속의 Global급 7척, Regional급 12척 등 총 22척의 연구선에 

해 2010년도 기준으로 일 평균 운영비용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

음(그림 2-17 참조)32)

  - Global급은 5,000∼10,000 유로가 2척, 10,000∼15,000 유로와 15,000∼

20,000 유로가 각각 1척, 20,000 유로 이상이 3척으로서, 중간값을 이용하

면 Global급 7척의 일 평균운영비용은 약 16,071유로(24,331천 원)임

  - Regional급은 일 운영비용이 5,000 유로 이하부터 최  20,000 유로를 초

과하는 분포를 보였으며, 5,000∼10,000 유로가 7척으로서 다수를 차지

하며, 중간값을 이용하면 Global급 12척의 일 평균운영비용은 약 7,917유

로(11,986천 원)임

○ 총 운영비용 중 고정비용(passive costs)이 50∼8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8> Eurofleets의 연구선 일간 운영비용

사.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 계획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각 회원국별로 설문조사 결과, 유

럽 국가 중 해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약 50%에 달하는 13개국이 

선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표 2-9> 참조)

32) 원화는 2010년 12월 환율(1유로=1,514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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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현재 26개 개선 프로젝트가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22건은 신

규 선박 건조이며 나머지 5건은 기존 선박의 리모델링임

  - 22건의 신규 선박 건조 계획은 주로 Global급과 Regional급 선박이 상

이며,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선박 체 건이 아닌 순수 신규 선박 건조

이므로 선단의 전체 선박 수의 증가가 예상됨

  - 나머지 5건의 프로젝트는 Global/Ocean급, Regional급, Coastal급에 골고

루 배분된 리모델링 건임

<표 2-9> Eurofleets의 향후 10년간 연구선 개선 계획

국가 선박수
선급

계획 연도
노후선박 대체/

리모델링Global /Ocean Regional Coastal

Belgium 2 1 1 　 2012 and 2015 2척 대체

Denmark 1 　 1 　 2013

Estonia 1 　 1 　 after 2020

France 2 　 1 1 2015-2017
Faroe 
Islands

1 　 1 　 2013

Germany 4 3 1 　 2011-2015
3척 대체/

1척 리모델링
Ireland 1 1 　 　 　 1척 리모델링

Norway 3 2 1 　 2013-2018 3척 대체

Romania 1 　 1 　 2015

Spain 3 1 2 　
2010, 2015, after 

2016
2척 대체/

1척 리모델링
Poland 2 1 1 　 2011 1척 리모델링

UK 1 1 　 　 　 1척 대체

Turkey 4 1 1 2
two new in 2012 

&  2014
1척 리모델링

Total 26 11 12 3 　 　

○ 선급에 따른 선박 신규 교체 및 업그레이드는 Coastal급은 3척(11%), 

Regional급은 13척(48%), 그리고 Global/Ocean급은 11척(41%)임(그림 

2-18 참조)

  - Coastal급 : 신규 2척, 업그레이드 1척

  - Regional급 : 신규 7척, 체 3척, 업그레이드 3척

  - Global/Ocean급 : 신규 2척, 체 8척, 업그레이드 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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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Eurofleets의 향후 10년간 선급별 연구선 개선 계획

○ Eurofleets의 2011년과 2020년의 연구선단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선박수가 

69척에서 50척으로 폭 감소

  - Global급과 Ocean급 선박이 48척에서 32척으로 감소하고,  Regional급 선

박의 경우도 소폭 감소

○ 선박 수의 감소는 일견 부정적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무인 장비 사용의 

지속적 증가로 데이터 수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동 개선 계획에 따르면, 향후 신규 선박은 장착될 과학 장비, 연구자용 공

간, 선박의 속도와 최  항해일수, 필수 인력의 감소라는 점에서 유럽 연

구선단이 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선단 확장보다 

더 원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는 긍정적인 조건을 보임

<표 2-10> Eurofleets 2011년 및 2020년 예측 연구선단 비교

선급

2011 2020 projection

선박 수 %
계속 운영 중인 기존 

(2011년) 선박 수
% 예상 총 선박 수 %

Global 31 45 18 44
32 64

Ocean 17 25 12 29

Regional 21 30 11 27 18 36

Total 69 100 41 10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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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EG(Ocean Facilities Exchange Group)

가. 일반 현황

    ○ 1996년 2월 프랑스의 Ifremer의 중재로 영국의 NERC, 독일의 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y) 3개 기관 사이에 물물교

환(barter)에 기반하여 해양과학의 이해와 활동에 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연구선 공동운항, 선박사용시간 및 해양장비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유럽

해양연구선단 관리에 관한 3자 협약”이라 불리는 조약 체결에 따라  출범

○ 2002년 11월에는 네덜란드의 NIOZ(Royal Netherlands Institute for Sea Research), 

2006년 11월에는 스페인의 CSIC(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와 노르웨이의 IMR(Institute of Marine Research)가 회원으로 가입

○ 참여 기관의 관점에서 동 협약은 다음의 중요한 이점이 있음

  - 과학자들에게 21척의 연구선, 유무인잠수정, 선상조사시스템 등 다양한 시

설 및 기장비의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고가의 시설 및 기장비 구입 비용 절감

  - 동 협약은 회원기관들의 선박과 기장비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회원기관들

이 동일 해역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박 및 장비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중복적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줄이고, 해양과학자들에게 

넓은 범위의 지리적 영역에 한 접근을 허용

  - 유럽의 과학자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이 교류의 장은 해양조사 요청에 관

한 평가프로세스를 공유

  - 임무 수행 중 분실 장비를 찾는 일에도 서로 공조하여, 선박이 지나갈 때 

조약 체결국의 분실된 제어장비(부표, 센서 등)를 회수 가능

○ 이러한 유럽 해양연구선단의 점진적 기술적 통합으로 인한 결과는 2007년 4월 

유럽과학재단(ESF)의 주도하에 모인 해양연구선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잘 드러

난 바 있으며, 워킹그룹은 유럽 연구선에 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유럽 연구

선과 관련 중장비의 활용 최적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로부터 몇 

달 후 유럽 연구선의 더욱 강한 연 를 목표로 하는 Eurofleets 프로젝트의 출

범을 가능하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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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 개별 국가 차원에서 특정 시간  또는 해역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선과 해

양 장비가 없을 경우 상호 교환 사용을 통하여 목적 달성

○ 파트너의 장비 및 기술 지식전문가 교환

○ 형 및 고가 장비, 기술 사양, 가용성의 폭넓은 제공

○ 해양연구에 한 규모 투자의 조정 및 촉진

다. 연구선단 구축 현황

○ OFEG는 미국의 UNOLS 선급 분류체계를 사용

○ 선박사용시간의 프로그램은 소유주체가 책임지고 유지

○ 연구선은 역량에 따라 물물교환 가중치(Barter exchange value points)를 

부여

○ 10척의 Global급(유럽 전체 연구선의 90%), 7척의 Ocean급(유럽 전체 연구

선의 46%), 4척의 Regional급(유럽 전체 연구선의 20%) 등 총 21척 연구선

으로 구성

<표 2-11> OFEG의 연구선단 현황 

선급 가중치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Global

15   • Polarstern • James Clark 
Ross      

12 • Pourquoi 
Pas?          

11     • James Cook      

10 • L'Atalante

• Maria S. 
Merian

• Meteor
• Sonne

• Discovery   • Hespérides  

Ocean

9         • Sarmineto de 
Gamboa  

8 • Thalassa         • G. O. Sars

7       • Pelagia    

6   • Poseidon       • Johan Hjort
• Hâkon Mosby

Regional 5 • Le Suroit • Alkor
• Heincke     • Garcia del 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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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arter에 의한 연구선 상호 교환 활용

○ OFEG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1994년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개 회원

국은 Barter에 기반하여 연구선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였고, 후발 회원국인 

네덜란드, 스페인과 노르웨이는 각각 1998년, 2003년, 2005년도부터 참여 

○ 1994년 첫 번째 교환 사용을 시작하여 2004년도에 50번째, 2008년도에 100

번째 교환 사용 달성하였으며, 1994∼2008년 동안 총 501회의 교환 기록

  - 프랑스는 1994∼2008년 동안 총 46회 교환 사용하였으며, 이 중 독일과 

가장 많은 31회, 네덜란드와 6회, 스페인과 5회, 영국과 4회 교환 사용

  - 독일은 총 73회 중, 프랑스 및 영국과 각각 31회, 네덜란드와 10회, 스페

인과 1회 교환

  - 영국은 총 59회 중, 독일과 31회, 네덜란드와 20회, 프랑스와 4회, 노르웨

이 및 스페인과 각각 2회 기록

  -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는 각각 총 36회, 8회, 2회를 타국과 교환 사용 

<그림 2-20> OFEG 회원국 연구선 교환 사용 횟수33) 

33) Marieke J. Rietveld, NIOZ, the Netherlands, 2009, “A bottom-up approach of research fleet co-ordination & 
harmo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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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OFEG 회원국별 연구선 교환 사용 횟수34)

○ OFEG 회원극들은 1994∼2003년 10년 동안 교환 사용일수 500일, 2003∼

2006년 4년 동안 500일, 2006∼2008년 2년 만에 500일의 교환 사용일수를 

기록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교환 사용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994∼

2008년 동안 총 1,682일의 회원국간 교환 사용일수를 기록

 

<그림 2-22> OFEG 회원국의 연도별 연구선 교환 사용일수

34) Marieke J. Rietveld, NIOZ, the Netherlands, 2009, 앞의 보고서(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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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OFEG 회원국별 연구선 교환 사용일수35)

마.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 계획

○ 연구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 운영 선단에 관한 방안

∙선단 스케줄링의 조정 증

∙선박 운항 간격의 시간 조정 및 용선 체계(chartering process) 권장

  - 연구선단의 확장

∙협력 운항(joint cruise) 및 시스템 간소화  

∙신규 회원국 영입

  - 장기적인 투자

∙파트너십의 증진, 통합전략을 위한 융통성 있고 적합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선의 관리자와 소유자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적절한 조건의 연구선  

공동 소유 

∙고가의 장비 운영에 해 비용 분담을 통한 국제 협력

∙신규 회원국의 과학자들에게 장비 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

35) Marieke J. Rietveld, NIOZ, the Netherlands, 2009, 앞의 보고서(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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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OFEG 연구선(Global급 및 Ocean급)의 건조․보수 현황 및 계획36)

국가명 선명 선급 취항/보수년도 취항 30년도 대체선 건조

프랑스
Pourquois pas? G 2005 2035

l’Atalante G 1990/2008 2020
Le Suroit O 1975/1999 2005

프랑스/스페인 Thalassa O 1996 2026

독일

Polarstern G 1980/2000 2010 recommended for 2016
Meteor G 1985/2006 2015 recommended for 2019
Sonne G 1968/1990 2008 replacement scheduled for 2012
Merian O 2005 2035

Poseidon O 1976 2006 recommended for 2014

네덜란드 Pelagia O 1991 2021
Midlife Conversion Scheduled 

Dec 2009/March2010

노르웨이

G O Saers O 2003 2033
J. Mayen O 1992 2012 out of service 2012
J. Hjort O 1990 2020

New ice going ship G/O 2012 scheduled in service 2012

스페인
Hesperides G 1991/2004 2021

S de Gamboa O 2007 2037

영국
J C Ross G 1991 2021
J Cook G 2007 2037

Discovery G 1962/1992 1992 replacement scheduled 2012

<그림 2-24> OFEG 연구선(Global급 및 Ocean급)의 중장기 개선 로드맵37)

36) OFEG, 2008, “Roadmap of Renewal of European Research Vessels: Ocean and Glob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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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VO Group

가. 출범 배경 및 역사

○ 1999년 9월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해양위원회(Marine 

Board)는 이탈리아 연차 총회에서 유럽의 중소 규모 연구선 운영자들의 

공동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시작하기로 결정

○ 동년 11월에 연구선 운영자들은 공통 관심사의 경험 공유, 연구선 간의 공

동 운영 기회 탐색, 공동활용의 범위 규정 등을 목적으로 매년 포럼을 개

최키로 결정하고, 참여자들은 자체 재원 조달을 합의함으로써 출범

나. 목적

○ ERVO(European Research Vessels Operators)는 유럽의 연구선, 관련 기장

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선 운영자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

  - 일반적인 기술, 운영, 안전, 환경 및 법적 이슈 및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

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의 제공

  - 연구선 및 관련 기장비 운영 모범 사례의 공유

  - 신규 연구선 및 기장비의 개발 및 조달계획, 기존 연구선 및 기장비의 업

그레이드 정보

  -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선 운영자의 범유럽 네트워크의 일원으

로 활동

   ∙정보 및 모범 사례의 교환

   ∙연구선 운항시간, 인력, 기장비(물물교환 계획 : barter arrangements) 정

보 교환

   ∙선박 및 기장비의 공동 자금과 공동 소유에 한 정보

   ∙선박 및 기장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벤치마

킹 활동에 참여

  - 환경과 해양생물에 한 연구선 및 관련 기장비의 운영의 영향 최소화 방

안 탐색

  - ERVO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의 개발 및 유지

37) OFEG, 2008, 앞의 보고서(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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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원자격

○ 회원자격은 유럽의 공공 및 민간조직/회사의 연구선 운영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신규 회원 가입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정

○ 각 회원은 웹사이트 유지, 각종 자료 생산 등을 위한 ERVO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ERVO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참

가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회비 및 회의 참가비용은 연례 ERVO 총회에서  

합의로 결정

○ 회원 리스트는 EurOcean에 의해 관리되고, ERVO 웹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 산업계 표, 과학자,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관련 비회원은 ERVO 의장의 초

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 ERVO 회의 및 ERVO 워킹그룹/워크숍에 참석 가능

    ○ 2013년 현재 선박 규모에 관계 없이 15개국 56인의 연구선 운영자 참여

라. 조직

○ 유럽의 연구선 운영자들로 구성된 회원 중심의 비영리 단체이며, 의장과 

부의장, 일반회원으로 구성

○ 의장과 부의장은 매 2년마다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임

무는 다음과 같음

 ① 의장 

  - 부의장 및 회의 주최자와 협력하여 연례 회의에 한 안건 발굴

  - 연간 ERVO 회의 개최 및 주재

  -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워킹그룹 조직 또는 워크숍 개최

  - 타 그룹과 조직에 한 공식적 ERVO 표자 역할 수행

  - 신입 회원 모집 촉진

 ② 부의장 

  - 회의 안건 초안 작성 및 의장 보좌

  - 회의 초안은 직전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안은 4개월 이내에 회

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ERVO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하며,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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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Foundation/Marine board, International Research Ship 

Operators (IRSO),  Ocean Fleet Exchange Group(OFEG)에 배포해야 함

  - EurOcean과 협력하여 회의 결과를 보도해야 하며, 회원, 웹사이트 및 

EurOcean 소식지를 통해 배포해야 함

  -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차기 의장

에 입후보할 수 있음

    ○ ERVO는 EurOcean의 European Research Vessels Infobase를 활용

마. 타 그룹 및 조직과의 협력 

○ ERVO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그룹 및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 발

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옵저버 자격으로 연례회의에 초청할 수 있음

  - European Science Foundation/Marine Board(ESF/MB)

  - International Research Ship Operators(IRSO)

  - OFEG(Ocean Facilities Exchange Group)

  - Research Vessel Operator Committee(RVOC) in USA

  - EUROFLEETS

5. UMS(프랑스)

가. 선단 구축 배경 및 역사

○ 2011년 이전에는 4개의 소유주체와 4개의 운영주체가 존재

  - IFREMER(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38) : 

4척의 원양급(Ocean Class) 연구선, 4척의 연해급(Coastal Class) 연구선 

소유, 운영

  -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9)/INSU(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de l'Univers)40) : 2척의 연해급(Coastal Class) 연

구선 소유, 운영

  - IPEV(Institut polaire français Paul-Emile Victor)41) : 2척의 원양급(Ocean 

38) 1984년에 설립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고등교육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와 환경지속가

능발전에너지부(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의 공동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39) 1939년 정부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고등교육연구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음

40) CNRS의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지구과학과 천문학 연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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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연구선 소유, 운영

  - IRD(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42) : 2척의 근해급

(Regional Class) 연구선 소유, 운영

○ 10여 년간 각 기관의 연구선단의 반복적인 문제점이 여러 단체들의 내부

에서 또는 관련 과학단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음

  - 공공서비스 비용에 한 보조금의 부재, 연료비 인상, 신 유럽사회나 

ANR(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의 재정부실은 활동 평가 저하의 

원인 제공

  - 해양연구의 선진국 사이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심각한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였고, 세계 특정 해역에 한 연구의 감소 및 중단이 목

격되었고, 특히 태평양 해역에서의 연구는 장기간의 고가 운송비로 인하

여 실행의 어려움이 컸음

○ 2006년에는 기후변화에 처하고자 조직된 선박 제어단체들의 비공식적인 

기구인 해양연구단체장들의 모임(Comité des directeurs d’'organismes de 

recherche en océanographie pour le changement limatique : CDO)은 선

단의 발전에 한 조사그룹(GTEF)을 조직하여 공동의 연구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동 모임은 CNRS-INSU, Ifremer, IPEV, IRD 등의 기관들로 구성

○ 2006년 4월에 이루어진 국가차원의 혁신 감사(Athané와 Bravo)의 보고결

과와 GTEF의 보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 7월 13일 CDO는 지속적

인 자문협회 설립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관련기관 통합은 물론, 해군해양

학서비스(Service Hydrographique et Océanographique de la Marine : 

SHOM)와 고등교육연구부까지 동원한 통합적인 발걸음의 시초가 됨

○ 2008년 고등교육연구부(MESR) 장관은 해양 연구자산에 한 전략을 업데

이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선단전략기술위원회(Fleet Strategic and 

Technical Committee : CSTF)”를 신설

41) 9개의 공공 및 준국가기관(Ministry of Resear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NRS, Ifremer, CEA, TAAF, 
Météo-France, CNES, the French Polar Expeditions)에 의해 1992년에 설립된 공공이해그룹(Public Interest Group)
이며 공공연구기관임

42) 최초의 전신기관이 1937년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에 IRD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사회 진화에 한 이해, 
환경 및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며, 고등교육연구부와 외교부의 공동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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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9월 25일, Françoise Gaill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CSTF의 창립식에

서 경제적 모델, 선단 첨단화, 작업지표, 해외 분야를 담당하는 네 개의 

연구그룹이 탄생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1년 반 동안 연구를 수행

  - 2008년 9월에서 2010년 6월 사이에 진행된 총 13회의 총회를 거쳐 위의 

그룹들의 연구결과가 재정립되었으며, CSTF는 2010년 3월 마르세이유에

서 제 1회 선단의 날을 기념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출간

  - CSTF의 연구결과는 초 형연구인프라(TGIR) 컨셉트에 따른 선단 인프라

의 전반적인 재정립의 필요성과, 연구기관들이 이 컨셉트를 독점 사용함

으로써 교육연구부의 공공서비스 보조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모

한다는 것을 일깨웠으며, 이 기간에 이상적인 연구에 필요한 금액과 보조

금 간의 차이는 16.8백만 유로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

※ CSTF에서 최초로 운영주체간의 공동연구에 기초를 둔 선단의 비용 분석 실시 결과

 ○ 연간 적정 선단 운항일수에 따른 운영비용 : 69.5M€

   - 연근해 선단 : 8.9M€(13%)      - 원양 선단 : 60.6M€(87%)

 ○ 기관별 부담 비용

   - IFREMER : 45.9M€   - IPEV : 12.3M€   - IRD : 7.1M€   - INSU : 4.2M€

 ○ 정부 지원금

   - 고등교육연구부의 보조금(SCSP) : 52.7M€(76%)

   - 부족 재원 : 16.8M€(24%)

 ☞ 보조금 지원 해양연구프로그램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 국가 인정 독립기관이 합리

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 

 ☞ 부족 재원 충당 방안

   - 해양 관련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활용을 통해 차액 충당 방법 모색

  - CSTF는 또한 선단의 다용도적인 면을 강조하며 한가지만의 탁상공론적인 

연구방법을 벗어난 선단의 다양한 이용법을 재조명하며 수치화하였으며, 

학생 교육, 공공정책 및 공공과 민간부문 과학협력에 있어서의 영향력 행

사 등이 그 예

  - CSTF는 2020년 기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한 개발안을 제안하였으며 해

외 용도를 위한 선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도 발간

  - CSTF는 처음으로 11년(1994∼2004년)에 걸친 프랑스 해양학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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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해양연구에 한 출판물의 중요성과 

이의 높은 수준을 입증

○ 2010년 5∼6월 : CSTF 연구그룹의 TGIR 조직안 분석

○ 2010년 7월 28일 : MESR 산하 4개 선단 운영조직의 통합 건의(통합서비스 

형태의 선단 운영 조직 설립)

○ 2010년 9∼12월 : UMS(Unité Mixte de Service) 선단의 위상 정립

○ 2011년 3월 2일 : MESR는 UMS 운영조직의 제정규칙 발표

  - 해양탐사 비용 조정 요구에 부응하여 4개 연구선단 운영기관을 UMS로 단

일화하기로 결정하고, MESR 후원 하에 UMS의 설립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출범

나. UMS의 설립 목적

○ UMS의 설립 목적은 초 형연구인프라(TGIR※: Très Grande Infrastructure 

de Recherche) 중 해양연구선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특히 학술 

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

  - 선박 및 기장비의 통합운영프로그램 개발(선박 이동 소요 시간 감소, 장

비 및 연구조사팀 상호 운영성 최적화 등)

  - 국가 연구선단의 발전 및 개선계획 제안

  - 4개 소유주체의 투자 정책 조율

※ 초대형연구인프라(TGIR : Très Grande Infrastructure de Recherche)

 ○ TGIR은 대규모 연구에 필요한 툴(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UMS 4개  회원기관의 선박은 

2008년부터 TGIR의 연구선단으로 분류

 ○ TGIR의 제조 혹은 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유럽 차원에서 혹은 전세계적인 차원

에서 합의된 재정 지원에 대한 결정 프로세스와 다년간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전반적인 

관리는 중앙기관에서 담당하며, 방향 설정 및 평가는 고등과학위원회가 담당하고, 누구에

게나 접근이 허용되고 과학적 우수성에 기초

 ○ 이러한 TGIR의 정의에 기초해서, 선박본부는 그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다음의 몇 가

지 원칙들을 확립 : 중앙집권화된 관리, 학술단체를 위한 지원수단, 평가․계획․전략프로

세스, 예산, 결과물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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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MS의 설립 근거 및 위상

○ UMS는 CNRS, IRD, IFREMER, IPEV 4개 기관 간의 협약 체결에 의해 설

립된 관리기구

  - UMS의 법제도적 설립근거는 없으며, 단지 공동협력을 통한 임시 서비스

조직으로서 계약기간은 4년이며 갱신 가능※

○ 협약서 내용

  - 협약서명 : Convention de Creation de i'Unite Mixte de Service(Flotte 

Oceanographique Francaise

  - 총 12개 조문 : 1조(정의), 2조(목적), 3조(임무), 4조(조직), 5조(소요인력 및 

예산), 6조(연구선단 관련 예산), 7조(업무지표), 제8조(지시재산권과 기밀 유지), 

9조(협약 기한, 갱신, 해지), 10조(책임), 11조(분쟁해결), 12조(부속서)

※ 선박 소유기관(CNRS, Ifremer, ENPI, IRD)이 UMS 시행 첫 4년 동안에 독자적 법인

격을 갖지 않는 법적 지위를 선택한 이유 :

 ○ 시행함에 있어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 각각 규정되어 있는 4개 기관 각 조직의 특정된 속성(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

따라서 :

 ○ 각 기관은 연구선의 소유기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법적 책임자로 간주되며, 아울러 연구기

장비의 작동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인이며,

 ○ UMS에 참여하는 운영조직은 모든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 권한 하에 있음 ; 조직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위, 그 어떤 형태의 그 무엇이든, 이사회 소관의 지난 의결 사항 ; 예를 

들어, UMS가 판단하는 결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자의 재정균형이 위태로워 질 수 없음.

반면에, UMS는 설립기관들이 UMS의 회원기관이 아닌 파트너들과 체결한 계약의 준수를 보장

해야 하며, Ifremer와 국방부(해군) 간의 2척의 선박(Beautemps-Beaupré, Pourquoi pas?)의 

건조와 탐사에 관한 상호협력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다. UMS의 조직

 ① 회원기관

○ UMS가 관여되어 있는 계약적 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 특히 유럽 파트

너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UMS와 동 파트너들 간에 총괄 협

의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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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선박기술관리전문회사(Ifremer, IRD 선박은 

Genavir사, INSU의 연안 선박은 DT INSU, IPEV는 CMA CGM사)와의 

계약 관계를 관리

 ② Codir(Comité directeur : 운영위원회)

○ 4개의 설립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직은 4개 기관의 장이 1년 동

안 윤번제로 수행하며, 회의는 1년에 최소한 2회 개최되며, 모든 결정사항

에 해서는 4개 기관에 모두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

○ 경영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의 과정에서 선박 관계자들의 의견만을 반영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안 기안자는 해양연구선단과학전략위원회

(COSS) 위원장과 두 명의 국립평가위원회장을 포함하며, 이들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토의에 상임 위원으로 참여

○ 운영위원회는 3가지 임무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며, 특히 선박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연중 수정할 사항에 해 논의하고, 다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정책을 조정

<그림 2-25> UMS의 업무 흐름도

 ③ COSS(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et Scientifique de la flotte océanog- 

raphique française : 해양연구선단과학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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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S의 임무와 조직 구성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부가 관할하며, 위원회 소속 워킹그룹의 모든 회의록과 보고서는 자료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운영 원칙

      - COSS는 초 형연구인프라국의 주요 자문기관이며, 동 자격으로 운영위원

회와 함께 화와 합의의 방식을 통해 교류하고, 이러한 상호 교류는 운

영위원회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 COSS는 운영위원회가 전달하는 의견과 제안서의 작성과 주제 선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인정받고, 심화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주제를 심의 가능

○ 기능 및 역할

      - COSS는 2007년 12월 과학기술고등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초 형 연구

인프라로 지정된 선박 부문의 전략 및 학술 방향에 한 회의를 주재

      - 운영위원회에 정보를 주고, 초 형연구인프라의 학술 프로젝트에 한 평

가기관의 임무와 조직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기관은 원양과 

연안의 두 분야로 나뉘어 구성

      -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룹에는 회원기관들의 멤버가 한 명씩은 포함되어야 함

      - 회의는 1년에 최소 2번 개최하고, 결산회의의 경우 초 형연구인프라국의 

재무관리자, 전문가, 사용자가 모두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UMS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개최 가능

○ 구성 

      -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 

       • 7명의 검증된 초 형연구인프라 관련 저명 인사로 구성하고, 회원기관 

소속 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중 2 명은 

국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 회원기관들 각각의 학술본부 표 각 1인   • 평가기관 위원장 2인

       • 국가 연구계획의 파트너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프랑스 국립연구청 

표 1인

      - 위원회는 위원장, 워킹그룹 진행자, 보좌역 등으로 구성

 ④ CNFH(Commission Nationale de la Flotte Hauturière : 국립원양선박위원회)

○ 역할 및 조직

      - CNFH는 학술 및 기술 연구조사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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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에 연안에서 20해리가 넘는 곳에 위치한 경우 원양선박이나 준 원양

선박을 이용하는 조사 계획 요청

      - UMS가 계획하는 프랑스 해양 조사 결과에 한 사후 평가

      - 위원회는 1년에 2번 총회 개최 : 가을에는 해양조사 제안서 평가, 봄에는  

직전 4∼5년 동안 시행된 조사 검토서 평가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의 부위원장, 보좌역(assistant), 각 기관의 표들로 

구성되며, 2∼3인의 위원 추가 가능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COSS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

       • 투표권을 갖는 23인의 위원 : 위원장, 2인의 부위원장, 18인의 정회원, 

2인의 국제 정회원, 2인의 리인

       • 1인의 보좌역

       • 약간 명의 자문위원

      - 위원장은 COSS 위원이며, 운영위원회에 자문의 자격으로 초청

 ⑤ CNFC(Commission Nationale de la Flotte Côtière : 국립연안선박위원회)

○ 역할 및 조직

      - CNFC는 학술 및 기술 연구조사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UMS에 연안에서 20해리 내에 위치한 경우 원양선박이나 준 원양선박을 

이용하는 조사 계획 요청

      - 위원회는 1년에 2번 총회 개최 : 봄에는 해양조사 제안서 평가, 가을에는 

직전 4∼5년 동안 시행된 조사 검토서 평가

      - 사무국 구성은 CNFH와 동일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연안 혹은 원양 선박이나 관련 기장비의 사용이 필

요한 다음의 4개 연구기관들에 의해 임명 ; Ifremer, INSU/CNRS, INEE/ 

CNRS, IRD

      - 투표권을 갖는 22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2인의 부위원장, 18인의 

정회원,  18인의 리인 및 투표권이 없는 보좌역 1인 및 자문위원들

 ⑥ 선박기술관리전문회사(Genavir사, DT INSU, CMA CGM사)

   ○ 선박 운항은 운항 및 기장비의 운영, 유지․보수 등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기술관리전문회사(Ifremer, IRD 선박은 Genavir사, INSU의 

연안선박은 DT INSU, IPEV는 CMA CGM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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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조원, 수중 기장비 시스템 및 탑재 기장비 운영 전문 엔지니어 및 기술

자 공급 등 역할 수행

라. UMS의 인력 및 예산 현황  

    ○ UMS의 전일제 정규직원은 9명, 운영 관련 리인 및 하청업체 직원은 

500명 이상이며, 연간 약 3,0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사용

○ 2011년 기준 연간 운영예산은 약 7천만 유로(약 1,015억 원)이며, 2020년까

지의 선단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억 유로(약 4,350억 원) 이상을 책정

마. 연구선단 구축 현황

○ 연구선단은 2011년 현재 16척의 선박, 6,000m급 유인잠수정(Nautilus)과 

무인잠수정(Victor 6000), 기초연구를 위한 형 기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지 해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양에서 연구․조사활동 수행 가능

하며, 6개 지역에 모항을 두고 있음

○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음

  - 해양자원/생물다양성 연구     - 지진, 해저화산 중력, 쓰나미 연구

  - 고체지구 구조/다이나믹 연구  - 기후변화 연구  - 연안/ 륙붕 연구

<표 2-13> 프랑스 국가연구선단(UMS) 연구선 현황 

선명 주기능 건조년도 전장(m) 총톤수 순항속도
(knots) 승조원 연구원

Marion Dufresne 다목적 1995 120.5 10,380 13.5 48 160

Pourquoi pas? 다목적
(유무인잠수정 모선) 2005 107.6 6,600 11 18∼33 40

L‘Atalante 다목적 1989 84.6 3,550 11 17∼30 30
Beautemps-Beaupré 수로측량, 다목적 2002 80.64 2,125 14 29 21

Thalassa 해양생태, 해양물리
(Victor 6000 모선) 1996 73.65 2,900 11 16∼25 25

L'Astrolabe 다목적 1986 65.06 1,837 14.2(max) 12 50
Le Suroît 다목적 1975 56.34 1,132 10 16∼23 35
Antea 해양물리, 해양생물 1995 34.95 421.4 9 23 10

L‘Europe 수산, 연안환경 1993 29.6 264 9 8 8
Alis 트롤선, 수산조사 1987 28.4 200 8.5 18 6

Cotes de la Manche 다목적 1997 24.9 220 10 7 11
Tethys II 다목적 1993 24.9 224 10 7 12

Gwen Drez 트롤선, 수산조사 1976 24.5 259 8 7 5
Thalia 다목적 1978 24.5 135 9 6 6

Côte d´Aquitaine 다목적 1980 19 88 10 6 6
Haliotis 해도 작성 2007 10.3 5 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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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선단 운영 현황 

 ① 해양학술조사 원칙

   ○ 학술 단체에게는 선박과 관련 장비의 사용에 관해서 국가해양연구선단이 

정한 두 가지 원칙이 존재

     - 첫 번째 원칙은, 과학적 우수성의 원칙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모든  

요청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 소속 평가자(과학자)들이 평가

     - 두 번째 원칙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항계획이 결정되며, UMS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주체가 해양조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연구선 이용 절차

   ○ 국가해양연구선단의 연구선 사용을 희망하는 과학자들은 연간으로 진행되

는 국가 경쟁 입찰에 응모해야 하며, 체결된 조약에 의거 OFEG 회원국인 

타국 선박을 사용하기 원하는 과학자들은 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2-26> 프랑스 국가연구선단(UMS) 연구선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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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운항일수

○ UMS의 연구선들의 운항 목적은 과학연구,  국민 캠페인 등 공공 서비

스, 공공-민간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임 , 기술적 테스트 및 유지 

보수 등 구분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연 평균 운항일수는 

다음과 같음(표 2-14 참조)

  - 6척의 Global급 선박의 연간 평균 운항일수는 205일이지만, 해군에서 

95%사용하는 Beautemps Beaupre를 제외하면 245일

  - 유일한 Ocean급 연구선인 Le Suroit호의 연간 평균 운항일수는 205일

  - Local/Coastal급 9척 연구선들의 연간 평균 운항일수는 236일

<표 2-14> 프랑스 국가연구선단(UMS) 연간 평균 운항일수(2007∼2011년) 

선급 선명

연간 평균 운항일수

과학연구 공공서비스 공공-민간
협력/임대

테스트, 보수 
등 계

Global

POURQUOI PAS? 85 103 19 107 314

L'ATALANTE 109 26 58 152 345

THALASSA 42 182 0 37 261

BEAUTEMPS BEAUPRE 4 0 0 0 4

ASTROLABE 32 0 0 60 92

MARION DUFRESNE 100 15 45 54 214

Ocean LE SUROIT 105 7 11 82 205

Local/
Coastal

ANTEA 105 0 3 80 188

L'EUROPE 176 81 3 35 295

ALIS 128 0 2 97 227

CÔTES DE LA MANCHE 202 2 7 86 297

THETYS Ⅱ 277 0 0 62 339

GWEN DREZ 135 32 0 40 207

THALIA 136 46 4 65 251

CÔTE D'AQUITAINE 82 0 3 65 150

HALIOTIS 100 0 4 66 170

계 1,818(51%) 494(14%) 159(4%) 1,088(31%) 3,5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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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해군과 Ifremer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선 공동 건조 및 이용

 ○ 두 기관의 독립적인 선박 건조 프로그램 추진

   - 해군 : 1991년부터 수로조사선 L'espérance와 해양연구선 D'Entrecasteux 대체선 고려

   - Ifremer : 1997년 원양자원탐사선 갱신계획 수립

 ○ 두 기관의 전례 없는 협력

  - 국방연구부(The ministries of research and of defence)가 SPN(국방부의 해군프로그램 부

서)에 Ifremer와 해군의 두 척의 선박의 갱신계획을 합동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검토 결과는 두 기관의 요구 사항이 투자와 운영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

루고, 선박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국방연구부는 2000년 7월 공동 재원으로 두 척의 신규 선박 공동 건조와 공동 사용에 대

한 파트너십 진행 합의 

 ○ 선박 공동 건조 및 운영 

  - Beautemps-Beaupré : 2004년 취항, 3,300톤급, 해군 운영, 5% 재원 부담한 Ifremer에게 연

간 10일의 선박사용 권리 부여

  - Pourquoi pas? : 2005년 취항, 6,600톤급, 국방부에서 건조비 45% 부담, 심해저탐사선으로  

Ifremer 운영

  - 2006. 4월말, Pourquoi pas?는 SHOM(해군 수로 및 해양학 부서)와 해군, 과학자협회

(Vicking, Momareto, etc.)의 공동연구를 6개월간 수행

제3절  일본(JAMSTEC)43)

1. 일반 현황

○ 일본의 해양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는 1971년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 출발한 국립시험연구기관

이 2004년 일본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에 의해 재정비된 독립행정법인으

로서, 일본의 표적인 종합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임

○ JAMSTEC의 연구선단 운영은 해양공학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공학

센터는 4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

과 같음(표 2- 참조)

  - 해양연구선건조실은 연구선 건조 기간 동인 운영되는 임시 조직으로서, 

현재의 조직은 “토호쿠 해양생태계 조사연구선”의 건조를 위해 2012년 1

월에 설치

43) 일본의 전반적인 연구선 현황에 한 자료는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구(국토해양부, 2008)” 보
고서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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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단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운항관리부는 센터장 1인, 센터장을 보좌

하는 기획조정담당역 1인, 승조원 47명(상근 직원)을 포함하여 총 80명의 

직원으로 구성

<표 2-15> JAMSTEC 해양공학센터 조직 현황

부서명(직원수) 주요 업무

기획조정그룹(11)
• 해양공학센터 전체의 종합 조정

• 기술자의 육성 등의 사회공헌

해양기술개발부

(6)

해양기반기술그룹(8)
• 해양에너지․자원, 해양의 활용과 관련되는 기

반기술 등의 연구개발

탐사기기술그룹(6)
• 해중 탐사기장비의 개발, 차세대 탐사기장비와 

관련되는 요소 기술의 연구개발

장기관측기술그룹(9)

• 관측 부이 네트워크의 기술개발․기능 향상․

운용 유지 관리 업무 등

• 관측시스템․기술개발 업무

수중음향기술그룹(4) • 수중 음향 통신․측위 기술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선진계측기술그룹(6)
• 해양의 물리․화학․생물 센서와 관련되는 계

측 기술의 연구개발

운항관리부

(4)

계획그룹(5) • 연구선 등의 이용계획 수립, 연구지원관리 업무

운항․공무그룹(10) • 연구선 등의 운항․보수 정비 관리 업무

탐사기운용그룹(7)
• 해중 탐사기장비․관측 기기의 운용․보수 정비․

기능 향상 관리 업무

해역조정그룹(7) • 연구선 등의 해역 조정, EEZ 조정

선원팀(47) • 「하쿠호마루」의 운항․보수 정비

해양연구선건조실 • 해양 연구선의 건조 업무

2. 해양연구선단 구축 현황

○ JAMSTEC은 총 7척의 연구선을 보유(탄세이마루는 2013년 1월 퇴역)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선급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원양형(≥120m, ≥8,000톤) : 치큐, 미라이

  - 외해형((100m 내외, 4,000∼5,000톤) : 요코스카, 카이레이, 하쿠호마루

  - 근해형(60∼90m, 1,000∼3,000톤) : 나치스마, 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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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JAMSTEC 연구선 현황44)

선명 나츠시마 카이요 요코스카 카이레이 미라이 치큐 하쿠호마루
운영 

주목적
심해저조사
(화상조사 등)

심해조사
(물리탐사 등)

잠수정
지원모선 심해저조사 외양

해양조사 지구 심부탐사 외양
 해양조사

건조년도 1981 1985 1990 1997 1997 2005 1989
전장×전폭

(m) 67×13 62×28 105×16 106×16 128×19 210×38 100×16

총톤수 1,739 3,350 4,439 4,517 8,687 56,752 3,991
흘수(m) 5.0 6.3 4.7 4.7 6.9 9.2 6.3
출력/
축마력

850ps×2/
 625kw×2

1850ps×4/
 860kw×4

3000ps×2/
 2206kw×2

3000ps×2/
 2206kw×2 1838kw×4 3,470ps×1/

5,710×3 1900ps×4/

항속(n.m) 11 13 16 16 16 12 16
승조원
(연구자)

55명
(18명)

60명
(31명)

60명
(15명)

60명
(22명)

80명
(46명)

200명
(15명)

89명
(35명)

주요
장비

•PDR
•MBES
•계량어군탐지
•음향항법장치
•XBT/XCTD

•MBES
•MCS
•ADCP
•DPS
•음향측위장치
•XBT/XCTD

•MBES/SBP
•중력계
•자력계
•음향항법장치
•XBT/XCTD

•MBES/SBP
•MCS
•중력계
•자력계
•관측윈치
•음향항법장치
•XBT/XCTD

•MBES/SBP
•도플러레이더
•관측윈치
•중력계 •자력계
•무선기상관측기
•기상관측장치
•음향항법장치
•XBT/XCTD

•Riser Drilling System
•Core Sampling System
•X-ray CT Scanner
•Quality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Mi c robio logi ca l 
Analysis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

•PDR
•MBES
•SBP
•CTD시스템
•채수시스템
•관측윈치
•ADCP
•중력계
•XBT/XCTD

특징 •하이퍼돌핀
 모선

•해저심부 
 구조탐사

•신카이6500,
 우리시마모선

•카이코7000Ⅱ
 모선
•해저심부 
 구조탐사

•북극해 등 
 해양관측
•서대평양․인도
양․열대역 
부이설치

•IODP 주력선
•해저지하 약 7,000m 
굴착 가능

•장기항해
•전국(대학) 
 공동이용
 범용연구선

건조회사
카와사키 
중공업

미츠이조선 카와사키중공업
IHIMU

미츠비시중공업
미츠비시중공업

운항회사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GODI 위탁업체* 자체운영
조사

지원회사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MWJ
GODI
MWJ

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MWJ

* Mantle Quest Japan Co. Ltd., Global Ocean Development Inc(GODI)

○ JAMSTEC이 7척의 연구선들의 소유 및 운영주체이며, 하쿠호마루는 운항

관리부에서 직접 운항을 맡고 있으며, 나츠시마, 카이요, 요코스카, 카이레

이 등 4척의 선박은 (주)일본해양사업(Nippon Marine Enterprises, Ltd.), 

미라이와 치큐는 (주)글로벌 양개발(Global Ocean Development Inc)에  

운항을 위탁하고 있으며, 연구선의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외부업체도 지정

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탑재 장비들도 외부업체가 유지․보수 

및 개발․개선 담당(<표 2-16> 참조)

○ 2004년 동경 가 법인화가 되던 해에 동경  해양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었던 

Tansei-maru와 Hakuho-maru가 동년 독립행정법인으로 발족한 JAMSTEC으

로 이관된 것은 중복투자와 예산절감에 일본정부가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음

44) JAMSTE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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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선단 운영 현황

가. 운항일수

○ JAMSTEC 연구선단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의 연간 총 운항

일수는 평균 1,860일이며, 하쿠호마루를 제외한 모든 연구선들이 연간 250

일 이상의 운항 실적을 보임

259 290 286 268 250 242 270 283 274 254 267.6

278 279 281 290 263 253 227 275 244 229 261.9

289 250 253 289
267 240 240

261 277 253 261.9

297 273 269 289
264

246 258
300 284

258
273.8

311 328 306 308
287

288 261
245 296

316
294.6

168 177 270
289

262
262 265

273 286
277 252.9

180 180
291

290

269
271

161

258 299
274 24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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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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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평균

하쿠호마루(3,991톤)

탄세이마루(610톤)

미라이(8,687톤)

카이레이(4,628톤)

요코스카(4,439톤)

카이요(3,385톤)

나츠시마(1,739톤)

<그림 2-27> JAMSTEC 연구선의 연도별 운항 일수(2002～2011년)

○ 10년 동안 평균 300일에 가까운 가장 많은 운항 실적을 기록한 미라이는  

북극해를 비롯해 전세계 양을 항해하면서, 수산분야를 제외한 고체지구분

야, 극한환경분야, 환경관측분야, 생물분야 등 다양한 연구조사활동을 펼쳤음

○ 1982년 건조되어 2013년 1월에 퇴역한 탄세이마루도 퇴역 직전인 2004년

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273일을 운항하면서, 일본 연근해의 생물 및 수

산분야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였음

나. 항적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JAMSTEC 연구선들은 일본 연안이 

심해로 둘러싸인 해양환경 특성 상, 연구선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본의 주

변 해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조사활동을 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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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2년 3월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지진 발생 이후 심해굴착선 치

큐를 이용하여 동북지방 태평양 지진 와 남해해구 지진 발생 에 한 

조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연구선들은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등 전지구 양을 상으로 

활발한 연구조사 활동을 하였음

  

     <그림 2-28> JAMSTEC 연구선의 항적도(2001~2010년)45)

다. 연구선 운영비용

○ JAMSTEC의 운항관리부에서는 치큐를 제외한 나츠시마, 카이요, 카이레이, 

미라이, 탄세이마루(2013년 1월 퇴역), 하쿠호마루 등 6척의 연구선과 유인

잠수정 신카이 6500」, 무인잠수정(ROV) 카이코 7000Ⅱ, 하이퍼돌핀, 자율

형무인잠수정 우리시마의 운영을 담당

○ 이러한 선박과 유무인 잠수정 운항 관리를 위해 운항관리부에 주어진 예

산은 2012년도 기준으로 약 93억엔이며, 동 예산은 감독관청인 문부과학성

으로부터 운영비 교부금으로서 받아 운용되고 있음

45) JAMSTEC 해양공학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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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예산에는 육상, 해상을 불문하고 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관측기술

원의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JAMSTEC의 연구선의 운영 경비는 각 위탁회사 단위로의 예산 관리, 

JAMSTEC 내에서도 여러 부서로부터의 지원받는 예산의 합산으로 운용되

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다. 연구선 운항계획 수립

○ 국책사업 및 공동이용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의 운항일정을 조정

하기 위해서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항계획은 위원회의 다단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그림 2-29> 참조)

 ① 기존 JAMSTEC이 보유하였던 연구선들(Mirai, Natushima, Yokosuka, Kairei)

  - 과제공모→과제 심사, 순위 결정→운항계획안 작성→운항계획안 심의, 확정

  - 내부공개용 운항일수(국책사업)와 외부공개용 운항일수로 구분

  - 내부공개용 운항일수는 JAMSTEC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위하여 할애

  - 외부공개용 운항일수는 과제공모를 통해 학 및 타 연구기관이 JAMSTEC

의 연구선들을 사용할 수 있음

  - 내부공개용 운항일수와 외부공개용 운항일수의 분배는 JAMSTEC의 이사

회에서 결정

  -  Mirai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주체는 3년간 집중연구지역으로 정하여진 

해역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② 동경 로부터 이관 받은 연구선들(Hakuho-maru, Tansei-maru)

  - 역사적으로 Tansei-maru와 Hakuho-maru는 동경 를 거점으로 하여 학술

목적을 가진 공동이용을 위하여 건조된 연구선들이기 때문에 JAMSTEC

의 국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제한

  - 모든 운항일수가 외부에 공개되며, 공동이용 과제공모는 동경  기해양

연구소(연구선공동이용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과제 선정권을 행사

  - 선정된 과제의 연구선 운영비는 100% 정부에서 지원

  - Tansei-maru는 일본 연근해를, Hakuho-maru는 양을 연구 상으로 하

며, Hakuho-maru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3년간 집중연구지역과 관련 있

는 과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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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JAMSTEC 연구선 운항계획 수립 절차

4.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 계획

○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 해양개발분과회에서 2013년 1월 발표한 

“해양의 지속적 이용을 향한 해양 프런티어 개척 전략 - 신해양 기본계획

의 책정을 향한 검토”에서 해양 기반기술의 개발, 장기적인 관측 실시, 플

랫폼 정비 등의 일환으로 연구선 개선 계획을 포함   

○ 일본은 국가와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확보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연구자가 스스로 해양 현장에서 조사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선은 필요 불가결한 기반적인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

  - 유인잠수정을 포함하여 연구선을 계획적으로 정비

  - 연구기관이나 학 등의 연구선 공동이용 촉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이

용 촉진

  - 소형이지만 고성능인 무인탐사기 등 조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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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은 극지역 관측을 추진하기 위해 쇄빙연구선 보유를 검토 중

○ 일본은 2010년 말부터 2025년까지 총 6척의 연구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

(<그림 2-30> 참조)

<그림 2-30> 일본의 해양연구선 및 잠수정 건조 로드맵

제4절  중국(국가해양조사선대)46)

1. 일반 현황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 2012년 4월 18일 국가해양조사선 는 “국가해양조사선 관리법 및 시행

령”에 근거하여, 국가 조사선 소유주체들간의 관리 경험의 공유, 국가 가

용 자원인 조사선의 공유 및 개방 촉진, 지속적․장기적인 해양 데이터의 

축적, 조사선 활용 촉진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중국의 해양연구 및 해양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해양국 공동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기

부, 재정부, 중국과학원, 국립자연과학재단위원회 등이 공동 설립

○ 국가해양조사선 는 국가의 해양 기초, 종합 및 전문프로젝트 조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국가 중  연구프로젝트, 국제 중  해양과학협력프로젝

트 및 정부간 해양협력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사 임무를 수행

46) 중국의 전반적인 연구선 현황에 한 자료는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구(국토해양부, 2008)” 보
고서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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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① 조정위원회 

○ 조사선 운항계획 심의 결정, 조사선 및 조사 기장비의 유지, 보수 갱신계

획 심의 결정 등이 주요 임무임

○ 위원회는 국가해양국 소속 주임 1인, 공동 설립 조직 소속 부주임 7인, 조

사선 소유주체 소속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 조정위원회 사무국

○ 국가해양국 해양과학기술부 내에 설치

○ 조사선  구성 관련 기획, 재원 확보, 연간 운항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평가업무 등을 담당

 ③ 관리기술지원부

○ 사무국 산하 조직으로서 국가해양기술센터 내에 설치

○ 조사선  운영관리제도 연구, 조사선  발전계획 및 각종 프로그램 제안, 

선박의 조사선  가입 및 퇴출 심사, 전문가 DB 구축 지원, 통합정보시스

템 및 홈페이지 운영, 기술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

2. 해양연구선단 구축 현황

  가. 보유 조사선 현황

○ 중국의 국가해양조사선 는 2012년 4월 출범 시 11척의 원양조사선과 8척

의 근해조사선으로 구성되었고, 동년 12월에 2척의 원양조사선과 6척의 근

해조사선이 추가로 합류하여 현재 총 27척이 운영 중 

  - 13척의 원양연구선은 모두 총톤수 2,000톤급 이상으로 지구 양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14척의 근해조사선도 76톤급의 해양2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톤급부터 최  1,500톤급의 비교적 규모가 큰 선박으

로 구성되어, 최  4,800해리(8,890km)까지 운항 가능

○ 조사선 27척의 소유주체 분포를 보면, 국가해양국이 가장 많은 13척, 상해

해양석유국 4척, 중국과학원 4척, 교육부 3척, 기업 2척, 지방정부 1척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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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령별로는 10년 이하가 7척, 10∼20년이 7척, 20∼30년이 3척, 30년 이상

이 10척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거의 절반을 차지

<표 2-17> 중국 국가해양조사선  연구선 현황

구분 선명 전장(m) 총톤수 승선
연구원 건조년도 소속기관 입대

원양
조사선

雪龙(설룡) 167 21,025 80 1993
(2007 개조) 중국극지연구센터

2012.4

育鲲(육곤) 116 5,879 196 2008 대련 해사대학

大洋一号(대양1호) 105 5,600 50 1984
(2002 개조)

중국대양광산
자원연구개발협회

向阳红06(향양홍06) 91 4,900 31 1995
(2011 개조) 국가해양국북해분국

向阳红09(향양홍09) 112 4,435 57 1978
(2006 개조) 국가해양국북해분국

向阳红14(향양홍14) 70 4,400 60 1981 국가해양국남해분국

东方红2(동방홍2) 96 3,500 154 1995 중국해양대학

实验3(실험3) 104 3,324 59 1981 중국과학원

科学一号(과학1호) 104 3,324 45 1981 중국과학원해양연구소

实践(실천) 95 3,090 50 1969 국가해양국동해분국

实验1(실험1) 61 2,555 45 2009 중국과학원

发现号(발견호) 72 4,000 17 1980 상해해양석유국
제1해양지질조사대대

2012.12
发现2号(발견2호) 70 2,722 20 1993 상해해양석유국

제1해양지질조사대대

근해
조사선

科学三号(과학3호) 74 1,224 24 2006 중국과학원해양연구소

2012.4

中国海监72(중국해감72) 70 899 15 1989 국가해양국 
남중국해분국

延平2号(연평2호) 53 818 32 1997 복건해양연구소

润江1(윤강1) 50 659 18 2010
주산윤조해양
과학기술개발
서비스공사

向阳红08(향양홍08) 55 608 24 2008 근해종합연구선

意兴(의흥) 42 424 15 1996
(2011 개조)

대련보세구영년
국제무역유한공사

海勘08(해김08) 41 307 12 2003 국가해양국북해분국

海洋2号(해양2호) 24 76 8 2010 하문대학

中国海监47(중국해감47) 65 778 25 1973 국가해양국동해분국

2012.12 

中国海监49(중국해감49) 71 1,147 18 1996 국가해양국동해분국

中国海监53(중국해감53) 71 1,327 29 1976 국가해양국동해분국

中国海监62(중국해감62) 65 778 26 1973 국가해양국동해분국

勘407(김407) 56 1,500 17 1981 상해해양석유국
제1해양지질조사대대

兴业号(흥업호) 44 455 10 2001 상해해양석유국
제1해양지질조사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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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국가해양조사선  출범시 주정박지는 북쪽의 다롄(大连)에서부

터 칭다오(青岛), 상하이(上海), 저우샨(舟山), 샤먼(厦门), 남쪽 광저우(广

州)까지 중국 연안을 따라 6개 지역에 분포하였고, 동년 12월에 나샤오(拿

骚)와 닝보(宁波)가 추가되었음 

<그림 2-31> 중국 국가해양조사선  주정박지별 선박 분포 현황
  

나. 국가해양조사선  가입 조건

○ 조사선  가입은 근해조사선과 원양조사선으로 구분하며,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조사선의 역량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근해조사선 : 종합해양조사 또는 특수해양조사 수행 가능, 300톤 이상, 최

항해일수 15일 이내, 최  항속 10노트 이하, 40㎡ 이하의 실험실, 승선 

연구원 15명 이상

  - 원양조사선 : 종합해양조사 또는 특수해양조사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연

구프로젝트, 주요 국제해양과학협력사업 및 정부 간 해양협력프로젝트에서 

활동 가능, 1,500톤 이상, 최 항해거리 8,000해리, 최 항해일수 50일 이내, 

최  항속 14노트 이하, 100㎡ 이하의 실험실, 승선 연구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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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연구선단 운영 현황

  가. 연간 운항일수

○ 2013년도 국가해양조사선  원양연구선은 약 300일 운항일수 제공

      - 阳红09(향양홍09), 科學一号(과학1호), 實驗3(실험3) 및 育鲲(육곤)은 각 90

일, 41일, 60일 및 150일 동안 지속적으로 운항

      - 원양연구선은 휴항하여 정비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

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휴항을 허용

○ 2013년도 국가해양조사선  근해연구선은 지속적으로 약 800일의 운항 실

적 기록

      - 8척의 근해연구선은 약 30~200일 동안 일정하지 않게 운항

      - 向阳红08(향양홍08), 海勘08(해김08), 延平2号(연평2호) 및 意兴(의흥)은 평

균 150일 운항

      - 中国海监72(중국해감72), 科学三号(과학3호) 및 海洋2号(해양2호)는 약 

30~80일 운항

      - 润江1(윤강1)은 운항시 비교적 원활하게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약 

95~205일 간 운항

<표 2-18> 중국 국가해양조사선  연구선의 운항정보 집계표47)

47) 중국 국가해양조사선  홈페이지 : http://www.cmrv.org/home/a/hangcixinxi/2013/0107/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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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내 현황

1. 해양연구선 보유 현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립기관

○ 해양과기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톤급 이상의 해양연구선은 아라온호

(극지연구소에서 독립적 운영), 온누리호, 이어도호 등 총 3척이 있으며, 

2015년에는 5,900톤급 형해양과학연구선이 취항할 예정임

○ 지질자원연구원은 3차원 석유, 해저지형, 지질 및 지구물리/해저물리탐사 

전용탐사선인 탐해2호를 운영하고 있음

○ 해양조사원은 200톤급 이상의 해양2000호, 바다로1호, 바다로2호를 비롯하

여 총 8척의 해양조사선을 보유하고 있음

○ 수산과학원은 탐구20호를 비롯하여 총 10척의 시험조사선을 보유하고 있으

며, 모두 1,000톤급 이하의 연근해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0억 

원을 투입하여 8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을 2014년 말 건조 완료할 예정임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3년 1월부터 90톤급(전장 32.9m)의 우리나라 최초

의 해양환경조사선 아라미1호의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까지 2척의 

해양환경조사선을 추가로 건조하여 동·서·남해에 각각 1척씩 배치할 예정

<표 2-19>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립기관 보유 주요 해양연구선 현황

선급 선명 소유주체 주기능 건조
년도 선령*총톤수 전장(m) 순항속도

(knots)
운항거리

(n.m)
승선

인원** 모항

Global
아라온 해양과기원 쇄빙, 극지연구/보급 ‘09 4 7,487 111.0 12 20,000 연(60)

승(25) 인천

해양수산부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15 - 5,900 99.8 12 10,000 연(38)
승(22) 미정

Ocean

해양2000 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조사 및 
한국연안 해류조사 ‘95 18 2,533 89.2 16.5 14,000 승(50) 부산

탐해2 지질자원
연구원

3차원 석유, 지질 및 
지구물리/해저물리탐사 ‘97 16 2,085 64.4 14.5 12,000 연(20)

승(16) 진해

온누리 해양과기원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92 21 1,422 63.8 15 10,000 연(25)
승(15) 장목

Regional

탐구20 수산과학원 EEZ 어업자원조사, 
동중국해 해양조사 ‘07 6 885 56.5 14.2 7,000 승(30) 부산

수산과학원 연근해 수산자원조사 ‘14 - 800 미정
바다로1 해양조사원 연안 해양조사 ‘02 11 695 64.5 15 5,000 승(18) 부산

탐구3 수산과학원 동해 해양조사(전담), 
고래 자원조사 등 ‘92 21 369 44.0 14 6,000 승(25) 부산

이어도 해양과기원 다목적 해양연구조사 ‘92 21 357 49.0 12 4,000 연(17)
승(13) 장목

탐구8 수산과학원 서․남해해양조사, 
한중해양환경공동조사 ‘95 18 282 42.2 14 5,000 25 인천

바다로2 해양조사원 연안 해양조사 ‘09 4 273 40.7 14 3,000 승(21) 부산

* 선령은 2013년 기준.   **연 : 연구원수, 승 : 승조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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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 관련 학 

○ 해양탐사(조사)선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선박은 부경  탐양호와 경상  참

바다호가 있으나 참바다호는 규모가 작음 

○ 부경 학교의 탐양호의 경우 1993년 ADB 차관으로 건조된 후 관리, 운영을 

부경 (예전에는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현재는 수산과학 학)가 맡고 있으며, 

10개 참여 학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는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산하 운영위

원회에서 연간 선박 운항계획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약 120일의 운항일수 중 참여 학은 학교 당 연간 5일씩 50일 정도만 사용

하도록 할애 받고 있으며 해양과학공동연구소를 포함하여 부경 에서 나머

지 70일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 배정된 일수에서도 주간 작업만 가능하도

록 되어 있는 등 학들의 실습과 연구에 탐양호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

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탐양호의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커지면서 

부경 를 제외한 참여 학이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한 상황임48) 

○ 각 학의 실습선 및 탐사선의 운영비는 국가 관공선이므로 각 학마다 

독립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

○ 승무원의 구성은 거의 모든 학이 중요 직책은 교수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직책은 선박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 탐사장비는 해양계 학(한국해 , 목해 )은 일반 선박의 운항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해양탐사용 장비는 거의 탑재하지 않았으며, 수산계열(부

경 , 경상 )의 탐사선에는 여러 장비가 탑재되어 있음

○ 연간 운항일수는 평균 100일 내외임

  <표 2-20> 국내 주요 해양 관련 학 선박 보유 현황

학 교 선명 용도 건조년도 총톤수 승선인원 비  고

부경대
탐양 탐사선 1993.11 653 50명(승무원 21) 연구․관측장비 탑재

가야 실습선 1993.11 2,136 152명(승무원 36)

해양대
한바다 실습선 2005.12 6,686 245명(승무원 42)

한나라 실습선 1993.12 3,640 202명(승무원 28)

목포
해양대

새유달 실습선 1992.12 3,644 202명

새누리 실습선 2002.12 4,701 208명

경상대
참바다 연구선 2005.10 36 25명(승무원 7) 연구․관측장비 탑재

새바다 실습선 1001.10 1,358 108명(승무원 26)

48) 국토해양부, 2011, “ 형해양과학연구선 운영시스템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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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연구선 운영 현황

가. 연간 운항일수

    ○ 유일한 Global급인 쇄빙선 아라온호는 취항한 2010년에도 123일의 운항일수

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89일과 268일 운항하였으며 

2013년에는 311일 운항할 예정이며, 연간 연구항해일수는 80∼90일 정도임

<표 2-21> 아라온호 운항일수

년도
연구․이동항해 항해 준비 및 보급 소계

(A)
입거수리

(B)
예비일정

(국내정박)(C)
합 계

(A+B+C)일반항해 연구항해 외국기항 기지보급

2011 152 98 33 6 289 15 61 365

2012 144 83 41 - 268 25 72 365

2013 177 84 48 2 311 22 32 365

    ○ Ocean급인 해양2000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93.6일, 

온누리호는 지난 10년간 245일의 운항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온누리호는 

2010년 이후 300일에 육박하는 운항일수를 보여 최적운항일수 275일을 초

과하고 있고, 2008∼2012년 5년 동안 해역별 운항일수를 보면 원양해역을 

72.6%를 운항하였음

    ○ Regional급의 선박들은 이어도호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19일의 가장 

많은 운항일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선박들도 2009년도 이후 200일 내외의 

운항일수를 보이고 있음

 

<표 2-22> 우리나라 연구선별 연간 운항일수(2003∼2012년)

선급 선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Global 아라온 123 289 268 226.7

Ocean
해양2000 190 217 174 205 182 193.6

온누리* 194 210 241 234 239 238
(182)

234
(193)

287
(216)

272
(169)

302
(216) 245.1

Regional

탐구20 194 197 194 201 196.5

바다로1 171 200 137 180 207 179.0

탐구3 123 144 106 180 186 178 209 160.9

이어도 208 179 205 238 241 179 227 205 258 250 219.0

계 1,309 1,576 1,619 1,481

* ( ) 안은 원양 해역 운항일수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 92

나. 운항해역

 ① 아라온호 

    ○ 아라온호는 2009년 취항 이후 남극해와 북극해를 번갈아 가면서 총 6차례의 

운항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각 항차별 운항 실적은 다음의 <표 3-4>와 같음

    ○ 남극항해는 매년 10월경에 출항하여 이듬해 3월에서 6월경에 귀항하는 일

정으로 약 30,000해리의 거리를 운항하면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를 

경유하여 남극중앙해령, 아문젠해, 로스해, 웨델해 등에서 주로 조사 활동

을 수행하였고, 세종기지의 물자 보급과 테라노바베이 해역 인근의 장보고

기지 건설 지원을 위하여 운항하였음

    ○ 북극항해는 매년 7월 중순에 출항하여 알래스카의 놈항을 경유하여 북극

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2011년에는 49일 동안 2,309n.m, 2012년

에는 71일 동안 7,968n.m를 운항하였음

<표 2-23> 아라온호 주요 운항 실적

항차명
항해 기간 운항거리

(n.m) 주요 활동 
기간 일수

① 쇄빙능력시험/

   대륙기지답사

‘10.1.12

∼2.20
40 19,034 • 쇄빙능력시험 및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 답사 

② 남극항해
‘10.10.10

~ ’11.5.13
216 29,626

• 브랜스필드/웨델해 조사․연구/아문젠 조사․연구

• 테라노바베이 남극대륙기지 건설지 정밀조사

• 남극 중앙해령 조사

• 통가해역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③ 북극항해 ‘11.7.15 ~9.1 49 2,309

• 북극해 해양조사

• 지구온난화 규명을 위한 노스윈드/멘델레프 해령 

해역의 고해양 환경변화 정밀복원 연구

④ 남극항해
‘11.10.4 ~

’12.3.31
180 34,574

• 남극 중앙해령 조사    • 아문젠 조사․연구

• 테라노바베이 남극대륙기지 건설지 정밀조사

⑤ 북극항해
‘12.7.14 ~

’12.9.22
71 7,968

• 서북극해 지구온난화 규명을 위한 노스윈드/멘델

레프해령 해역의 고해양 환경변화 정밀복원 연구

• 남북극간 경계층 반응성 기체 및 기후관련 기체

의 시공간적 분포 연구

⑥ 남극항해
‘12.10.31 ~

’13.6.20 예정
233 33,810

• 테라노바베이 남극대륙기지 건설 지원

• 남극 중앙해령 조사 • 로스해/웨델해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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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쇄빙능력시험/대륙기지 답사 2010/2011년 남극항해

2011년 북극항해 2011/2012년 남극항해

2012년 북극항해 2012/2013년 남극항해

<그림 2-32> 아라온호 항적도

 ② 온누리호

    ○ 온누리호는 2009년도까지는 망간각과 열수광상 등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서태평양개발사업,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 한해협)에 미치는 영

향연구,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특성 및 고환경 복원연구 수행을 위해 태

평양 해역을 운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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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말부터는 인도양의 해양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도양 해역 운항에 가장 많이 투입되었음

<표 2-24> 온누리호 운항 현황(원양, 2008∼2012년)

연도 해역 과제명 일  자 운항일수

2008

남서태평양 남서태평양(망간각, 열수광상)개발사업 1.1∼1.24 24

태평양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
6.2∼6.25 24

북동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6.28∼9.26 91

남서태평양 남서태평양(망간각, 열수광상)개발사업 11.19∼12.31 43

소계 182

2009

남서태평양 남서태평양(망간각, 열수광상)개발사업 1.1∼1.10 10

태평양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
6.22∼7.3 12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정밀 및 환경탐사 7.4∼9.12 71

태평양
태평양 권역별 해저환경특성 및 

고환경 복원연구
9.13∼9.30 18

남서태평양 남서태평양(망간각, 열수광상)개발사업 10.1∼10.30 30

태평양 지구미래 예측시스템 연구(피지→축) 10.31∼11.18 19

인도양 인도양(망간각, 열수광상) 광물자원개발사업 11.29∼12.31 33

소계 193

2010

인도양 인도양(망간각, 열수광상) 광물자원개발사업 1.1∼2.9 40

태평양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
5.14∼6.12 30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6.21∼9.12 84

인도양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10.31∼12.31 62

소계 216

2011

인도양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1.1∼2.15 46

북서태평양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 5.3∼5.25 23

태평양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5.26∼6.22 28

인도양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10.21∼12.31 72

소계 169

2012

인도양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1.1∼2.14 45

남서태평양
(피지 EEZ)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개발사업

4.4∼5.21 48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

6.4∼6.23 20

서태평양 통합 기후예측을 위한 열대 서태평양 관측 6.24∼7.9 16

북태평양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8.16∼11.10 87

소계 216

년평균 : 19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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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온누리호 운항 현황(연근해, 2008∼2012년)

연도 해역 과제명 일  자 운항일수

2008

목포 상가수리 3.25∼3.27 3
동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4.14∼4.17 4

EEZ(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조사 4.25∼5.7 13
여수 상가수리 5. 8∼5.18 11
동해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2-1) 5.20∼5.24 5
남해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 10.6∼10.9 4
동해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2-1) 10.20∼10.31 12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조사 11.4∼11.7 4

소계 56

2009

동해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2-2) 3.3∼3.6 4
여수 상가수리 3.13∼3.20 8
동해 연구장비 TEST 3.31∼4.3 4
동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VI) 4.7∼4.15 9
남해 Site Survey 5.17∼5.20 4
동해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2-2) 5.27∼6.7 12

소계 40

2010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 조사(1차년도) 2.18∼2.25 8
부산 상가수리 3.4∼3.15 12
동해 연구장비 TEST(이어도호, 장목호 공동) 3.16∼3.18 3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4.9∼4.26 18
남해 장비테스트 4.27∼4.27 1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4.30∼5.6 7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9.27∼10.18 22

소계 89

2011

동해 EEZ내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2차년도) 2.22∼3.8 15
제주 해경 헬기 수색 및 지원 3.9∼3.12 4
부산 상가수리 3.21∼4.4 15
동해 DTSS 장비 TEST 4.5∼4.8 4
동해 방사성 성분분석 해수채취 4.9∼04.9 1
황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구축 4.12∼4.24 13
동해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감시 체제구축 6.28∼7.2 5
서해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연구 7.5∼7.11 7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3차년도) 7.22∼8.04 14

남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정밀조사 8.12∼9.7 23
서해 서해 해양환경조사 9.16∼9.26 11
진해 해적관련 모의훈련 10.5∼10.6 2

소계 234

2012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 정밀조사 2.27∼3.5 8
동해 동해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계 구축 등 3.7∼3.17 11

황해북부
제주남부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3.19∼3.24 6

여수 상가수리 5.23∼5.31 9
황해북부,
제주남부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7.14∼7.23 10

황해,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7.25∼8.9 16
동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12.6∼12.31 26

소계 74
년평균 : 7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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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온누리호 항적도

 ③ 이어도호

    ○ 이어도호는 최근 5년 동안의 운항일수에 따른 운항해역을 분석해 보면, 동

해(44%), 황해(23%), 남해(17%), 동중국해(1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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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이어도호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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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이어도호 운항 현황(2008∼2012년)

연도 해역 과제명 운항일수

2008

동해
(울릉, 독도)

․08-해양특성조사 등 5개 과제 81

남해, 
제주서남방

․해양영토내 해저기인자연재해 및 환경자료구축 등 2개 과제
(상가수리 및 장비 테스트 9일 포함)

12

황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IV) 등 2개 과제 28

동중국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주변해역의 기후변화 예측기술개발 등 3개 

과제
49

소계 179

2009

동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VI) 등 12개 과제 116

남해 ․HVDC-2 해양조사 등 9개 과제(상가수리 13일 포함) 42

황해
․해양영토관리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퇴적물 기원연구 및 모니터링 

등 2개 과제
14

동중국해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예측 기술개선연구 등 

3개 과제
42

소계 227

2010

동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등 5개 과제 85

남해
․한국남부해역의 해양에너지 자원분포 및 가용발전량 조사연구 

등 6개 과제(상가수리 9일 포함)
29

황해 ․황해냉수대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5개 과제 48

동중국해 ․산샤댐 건설로 인한 남해(동중국해)해양환경 영향연구 등 4개 과제 34

소계 205

2011

동해 ․정지궤도 해양위성(GOCI)활용 연구지원 등 8개 과제 78

남해,
제주

․해양오염사고 대응기술개발을 통한 깨끗한바다 만들기 등 3개 
과제(상가수리 및 장비 테스트 9일 포함)

33

황해 ․해양환경/음향특성 조사 등 9개 과제 111

남동해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5

동중국해 ․태풍기인 연직운동 및 해양혼합 특성연구 등 2개 과제 36

소계 263

2012

동해 ․실시간 수직자동 관측장치의 운영 및 해양관측 기법 개발 등 9개 과제 106

남해, 제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정밀조사 등 6개 과제(상가수리 및 장비 

테스트 9일 포함)
65

황해 ․황해 저층냉수대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 5개 과제 46

동해
제주해협

․CO2 변화․농축․해양저장 기술개발 15

황해북부
제주남부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연구 및 모니터링 등 2개 과제 18

250

년평균 : 22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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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탐구20호, 탐구3호, 탐구8호

    ○ 수산과학원 조사선인 탐구20호는 우리나라 수역의 수산자원 조사와 해양

환경 조사, 그리고 멀리 동중국해의 해양조사에 투입되었음

 

     <EEZ 자원조사 구역도 : 색상구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 구역도 : 흑점>

<그림 2-35> 탐구20호 어업자원조사 구역도

<그림 2-36> 탐구3호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해양조사 조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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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해양2000호, 바다로1호, 바다로2호

    ○ 해양조사원의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해양2000호, 바다로1호 및 바다로2호 세 척의 선박은 2011년까지 지난 15

년 동안 지구를 약 15바퀴 이동한 거리에 해당하는 587,285㎞의 거리를 운

항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천부지층 등 해양

지구물리자료를 확보하였음

다. 해양연구선 공동활용 실적49)

    ○ 해양과기원,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3개 기관 연구조사선의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외부기관이 연구조사 주체로서의 공동활용 실적은 거의 없으나, 외부기관

의 공동승선 실적은 온누리호를 비롯한 5척 연구조사선의 2011년, 2012년

도 총 운항일수의 평균 38%, 35%를 기록

<표 2-27> 우리나라 연구조사선의 외부기관 공동승선 실적

구분 온누리 이어도 탐구20 탐구3 해양2000 평균(%)

2011
운항일수 272 258 194 178 205

공동승선일수(%) 167(61) 120(47) 88(45) 21(12) 22(11) 38

2012
운항일수 302 250 201 209 182

공동승선일수(%) 132(44) 138(55) 86(43) 40(19) 10(5) 35

    ○ 현 상태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조사선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은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조사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나 학에서 연구조사선을 보유한 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 조

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주변해의 해양 조사연구의 경우 해양조사원이나 수산과학원에서 

외부기관에 일부 선박 사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용이 높은 선박 

사용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선박 사용료가 있다고 하

더라도 선박 소유기관의 자체 사업 수행 후 여분의 기간에 해서만 외부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 기관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49)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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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양연구선 운영비용

   ① 연간 및 일 운영비용

○ 아라온호의 2011, 2012년도 연간 운영비용이 각각 약 120억 원, 140억 원

이며, 일간 운영비는 2011년도(운항일수 289일)는 약 41.5백만 원, 2012년

도(운항일수 268일)는 52.2백만 원으로 2012년도 운항일수가 짧았음에도 

일 운영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유가의 상승(전년도 비 약 35% 증가)과 

선박관리비의 증가에서 기인하였음

<표 2-28> 우리나라 공공기관 보유 연구선별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선급 선명 운영비용 08 09 10 11 12

Global 아라온

운영비 　 　 11,993 13,988 

운항일수   289   268 

운영비/일 　 　 41.5 52.2 

Ocean

해양2000

운영비 2,758 3,259 3,349 2,437 2,061 

운항일수 190 217 174 205 182

운영비/일 14.5 15.0 19.2 11.9 11.3 

온누리

운영비 2,186 2,455 2,917 3,489 4,148 

운항일수 238 234 287 272 302

운영비/일 9.2 10.5 10.2 12.8 13.7 

평균
운영비 2,472 2,857 3,133 2,963 3,105 

운영비/일 11.9 12.8 14.7 12.4 12.5 

Regional

탐구20

운영비 　 1,969 2,309 2,581 2,542 

운항일수 194 197 194 201

운영비/일 　 10.1 11.7 13.3 12.6 

바다로1

운영비 1,175 1,478 1,811 1,826 2,423 

운항일수 171 200 137 180 207

운영비/일 6.9 7.4 13.2 10.1 11.7 

탐구3

운영비 　 1,408   1,597 1,675 1,762 

운항일수 180 186 178 209

운영비/일 　 7.8 8.6 9.4 8.4 

이어도

운영비 1,404 1,719 1,609 2,036 2,052 

운항일수 179 227 205 258 250

운영비/일 7.8 7.6 7.8 7.9 8.2 

평균
운영비 　 1,644 1,832 2,030 2,195

운영비/일 　 8.2 10.3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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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2000호는 연간 운영비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류비와 

장비유지보수비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2010년도의 일 운영비가 높은 이

유는 운항일수가 상 적으로 짧았기 때문임

○ 온누리호는 연간 운영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간 운

항일수의 증가에 따른 유류비,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의 증가에 기인함

○ Regional급 선박들의 연간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일 운영비도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② 항목별 운영비용

○ 연구선 운영비용은 크게 유류비, 승조원 인건비, 관리비/보험료, 장비유지

보수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조사 상 7척 선박의 항목별 평균 운영비 비율은 유류비가 40.8%, 인건비

가 34.8%, 장비유지보수비가 12.9%, 관리비/보험료가 9.3%, 기타 2.2%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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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 해양2000 온누리 탐구20 바다로1 탐구3 이어도 평균

유류비 인건비 관리비/보험료 장비유지보수비 기타

* 아라온호는 2010∼2012년, 탐구20호와 탐구3호는 2009∼2012년, 나머지는 2008∼2012년

<그림 2-37> 우리나라 연구선별 항목별 운영비 비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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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온호는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의 항목별 운영비는 유류비가 45.4%, 

관리비/보험료가 32.9%, 인건비가 14.3, 기타비용이 7.4%를 차지하였으며, 

건조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 따라 아직까지 장비유지보수비는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 Ocean급인 해양2000호와 온누리호는 2008∼2012년 5년 동안 유류비가 각각 

62.2%와 44.2%, 인건비가 22%와 29.2%, 장비유지보수비가 14%와 17.8%를 

차지하였음

○ Regional급 선박의 유류비는 바다로1호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도

호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인건비는 탐구3호가 50.3%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선박은 40% 내외를 기록하였음

3. 해양연구선 운영상의 문제점

○ 해양연구선을 사용하는 수요처는 크게 중앙 및 지방정부, 해양과기원 및 

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 해양관련 학, 민간 산업체 등 

네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들 네 개 그룹 중에서 부분의 학들이 연구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선박 사용료 확보 애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구

선 사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학계 등 외부 연구진에는 운영비를 보조하여 연

구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운항비용과 상관없이 과학적 가치에 의해 외부연구자들의 운항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담 주체와 연구수행 주체의 분리 필요성을 지적50)

○ 이러한 상황의 지속으로 우리나라 해양학계, 특히 학과 출연연의 협력을 

저해하고 갈등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학 교수 및 학

생들에게는 높은 연구선 사용료로 인하여 연구선을 활용한 연구조사 활동

에 한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으로부터의 연구선 사

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해양학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50) 국토해양부, 2011, 앞의 보고서(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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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구선 소유기관들의 선박 운영관련 비용에 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각 기관별 독립적 운영과 통합운영에 한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나. 연구선 소유․운영기관 측면에서의 문제점

○ 해양과기원은 2009∼2013년 직근 5년 동안 선박 운항일수 비 사용신청

일수가 온누리호는 연 평균 28%, 이어도호는 72% 초과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 연구자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표 2-29> 해양과기원 연도별 연구선 사용 신청일수 비 운항일수

년도
온누리호 이어도호

신청일수 운항일수 신청일수 운항일수

2009 283 234 321 227

2010 416 287 318 205

2011 421 283 581 263

2012 339 302 450 250

2013 270 243(예정) 410 266(예정)

평균 345.80 269.80 416.00 242.20

○ 해양조사원과 수산과학원은 공무원 운영시스템에 적합한 기관 고유의 국

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

을 견지함

  - 해양조사원의 경우, 최근 들어 소유 선박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수로조

사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민간전문업체를 활용

4. 해양 관련 산업체 연구선 현황

가. 연구선 보유 현황

○ 우리나라에는 약 26개의 해양 및 수로조사 관련 산업체에서 총 25척의 소

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된 선박은 16척으로 부분 FRP 선박이

며, 조간  조사를 위한 2척의 선외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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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해양조사 및 측량선박의 총톤수는 최  16톤에서 최소 4.56톤, 

전장은 최  15.32m에서 최소 9.53m이며, 선외기의 경우 총톤수가 2톤 미

만이며, 전장도 5m 이하임

  - 소형 선박임에 따라 승조원은 부분 1∼2인

<표 2-30>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체 보유 연구선 현황 

선명 소유주체 주기능 건조
년도

총톤수
(GRT) 전장(m) 순항속도

(knots) 승선인원* 모항

선영1호 ㈜선영종합엔지니어링 해양조사, 측량 2004 6.55 11.85 20 연(9)/승(1) 부산

선영2호 ㈜선영종합엔지니어링 해양조사, 측량 2013 13.00 14.93 26 연(9)/승(3) 부산

뉴명랑호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기타선 2002 7.93 12.48 20 연(4)/승(1) 목포

챌린저호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기타선 2012 10 13 17 연(4)/승(2) 목포

태경호 대지이엔지 기타선 2002 4.96 10 10 연(5)/승(2) 인천

미래호 ㈜미래해양 기타선 2008 8.55 12.3 5 연(10)/승(1) 군산

해금호 ㈜유에스티21 조사선 2005 7.31 12.59 12 연(9)/승(1) 부산

한국에스지티호 ㈜한국에스지티 측량전용선 2011 13 14.83 15 연(5)/승(1) 인천

황룡호 ㈜더모스트 기타선 1993 4.56 9.7 7 연(6)/승(1) 대산

아라호 (주)범아엔지니어링 측량전용선 2010 6.67 11.62 15 연(8)/승(1) 진해

원정호 (주)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02 6.32 11.52 15 연(7)/승(1) 창원

에이스마린1호 (주)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13 1.44 4.91 20 연(6)/승(1) 안산

에이스마린2호 (주)에이스해양 측량전용선 2013 0.49 3.55 20 연(4)/승(1) 안산

케스티1호 환경과학기술 측량 1989 16.0 15.32 8 연(10)/승(2) 인천

제3선진호 (주)해양정보기술 해양측량 1993 8.55 12.19 12 연(7)/승(2) 통영

YM조사1호 (주)해양정보기술 해양측량 2004 4.99 9.53 10 연(5)/승(1) 통영

○ 측량 전용선을 제외한 선박들은 부분은 일반 선박으로 건조되었다가 해

양 관련 산업체가 중고선을 구입 후 조사선으로 개조하여 운항 중임

○ 해양 관련 업체의 조사선은 선저 중앙에 멀티빔을 안착시켜 주로 장기간

의 정밀수로측량에 이용하고 있으며, 장착장비는 일반적으로 멀티빔, 모션

센서, 싱글빔, 해저면영상탐사장비, 고주파 지층탐사기, DGPS, 음속측정기 

및 CTD 등임



제2장 국내외 해양연구선단 구축 및 운영 현황

105 ▮

  - 멀티빔을 제외한 장비는 보통 선박 옆에 견착하여 이용하며, 일부 선박은 

선저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함

나. 연간 운항일수

    ○ 해양 관련 산업체 보유 선박 16척 중에서 2012년 현재 9척만 운항 중에 

있으며, 선영2호와 케스티1호는 2013년부터 운항 예정이며, 연간 총운항일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해양 관련 업체는 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사업 수주를 위해 조

사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사업

기간은 20일∼180일 정도로서 단위사업에 투입되는 운항일수가 장기적임

    ○ 연간 운항일수가 가장 많은 연구선은 선영1호로서 2012년도에 연간 220일을 

운항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해금호 160일, 아라호 150일, 미래호, 제3선진호, 

YM조사1호가 각각 120일 순이며, 나머지는 50일 이하의 운항 실적을 보임

○ 이들 선박은 소유 산업체가 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해 주로 운항하며, 일부

는 외부 수요처에 용선해주는 형식으로 운항하고 있음.

<표 2-31>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체 연구선 연간 운항일수

선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사용자

선영1호 - - - - 220 ㈜선영종합엔지니어링

뉴명랑호 22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챌린저호 49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미래호 40 75 90 90 120 ㈜미래해양

해금호 150 160 160 ㈜유에스티21

한국에스지티호 - - - 100 10 ㈜한국에스지티

아라호 150 150 150 (주)범아엔지니어링

제3선진호 120 120 150 (주)해양정보기술

YM조사1호 120 120 120 (주)해양정보기술

계 40 75 630 740 1,001

  다. 선박 운영비용

○ 해양 관련 산업체의 연구선 중에서 연간 운항일수가 100일 이상인 7척의 

평균 일 운영비는 716천원이며, 최  1,099천원(해금호)에서 최소 318천원

(미래호)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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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운항일수가 각각 49일, 22일인 챌린저호와 뉴명랑호의 평균 일 운영

비는 2,648천원으로서, 연간 운항일수 100일 이상인 7척의 평균 일 운영비

의 3.7배에 이르고 있음 

<표 2-32>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체 보유 연구선별 운영비 현황(2012년)

                                                                          (단위 : 천원)

구분 선영1호 해금호 아라호 제3선진 미래호 YM조사1한국에스
지티호 평균* 챌린저호뉴명랑호 평균

년운영비 129,712 175,800 163,500 75,392 38,200 74,475 79,044 105,160 56,393 91,199 73,796

운항일수 220 160 150 150 120 120 100 146 49 22 35.5

일운영비 590 1,099 1,090 503 318 621 790 716 1,151 4,145 2,648

* 한국에스지티호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장비유지보수비가 약 14배 증가하였음에 따라 2011년도 수
치를 적용 

○ 자료를 확보한 해양 관련 산업체 소형 선박 8척의 항목별 평균 연간 운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승조원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용의 48.6%로서 절반가

량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유류비가 30.9%로서 이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류비30.9 

인건비48.6 

관리비/보험료
9.1 

장비유지보수비
9.3 

기타2.1 

<그림 2-38> 우리나라 해양 관련 산업체 연구선 항목별 운영비 비중

  라. 문제점

   ① 경제적 문제점

○ 해양조사 및 측량 관련 산업체는 일반적으로 매출 100억 미만,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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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미만의 중소업체로서 3∼4억 정도 초기투자비용(선박 건조비)이 투입

되는 선박 보유는 경영상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

년 선박보유에 따른 제반경비(선장 인건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도 사업

가(정부품셈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거 임차선박(주로 어선)을 이용한 해양조사 및 측량 시에는 임차료가 유

류비와 선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유선박 이용 시에 비해 저렴

하였고, 더욱이 요즘같이 고유가 시기에는 보유선박 유류비도 큰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적 문제의 해소방안으로는 정부주도의 해양조사선 공동이용 및 운영 

기관을 설립하여 산업체에서 주로 이용하는 소형선박을 적정금액으로 임

차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② 운영상 문제점

○ 해양 관련 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해양조사 및 측량시 투입되는 선박운항

기간은 수일∼십여 일 정도이지만, 조사 해역이 보유선박의 모항에서 상당

히 멀 경우 왕복이동경비 문제로 인해 조사 지역 인근의 임차선박을 사용

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또한 코어링 조사, 수미터 크기의 부이를 투하하

는 작업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십 톤 이상의 조사선박이 필요한 실정임

○ 산업체의 조사 해역은 전국을 상으로 하고 있고, 필요 선박의 크기도 소

형(수톤 크기 선박)에서 중 형(수십톤에서 수백톤 선박)에 이르고 있음에

도 해양조사 및 측량에 요구되는 적정 장비를 보유 또는 탑재한 선박은 

부분 국가기관 또는 출연연만 보유하고 있어 임차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산업체 보유선박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 연구선의 선박정보, 보유장비, 운항정보 등이 인터넷으로 공유되어 조사 

해역에서 가까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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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현황 분석 종합

1. 해양연구선단 구축 배경 및 과정

  ○ 해양연구선 사용관련 주체(소유․운영․연구주체) 및 예산지원기관들이 각각

의 이해관계 즉, 연구선을 보유하지 못한 연구주체들의 연구선 사용 요구 증

, 소유 및 운영주체들의 운영상 문제점 및 부담 해소를 통하여, 연구선 활

용을 극 화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구축 논의 시작

  ○ 각 국의 연구선단 구축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연구선단을 구축하여 운영하

는 조직이 발족하기까지는 논의 시점으로부터 약 4∼5년의 기간이 소요됨으

로써 많은 논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 UNOLS는 1967년 논의를 시작하여 1971년 발족함으로써 약 4년 소요

- EurOcean은 1998년 시작하여 2002년에 설립됨으로써 약 4년 소요

- 프랑스의 국가 해양연구선단은 2006년 시작하여 2011년에 설립됨으로써 약 5

년 소요

2. 해양연구선단 구축 목적 및 전략

  ○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선단 구축의 목적과 전략은 “연구생산성 향상”

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① 연구선 활용의 극 화, ② 비용효과적 

연구선단 운영(운영 독립성 확보), ③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계획 수립, ④ 연

구선단 운영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연구선 활용의 극 화(운영의 독립성 확보)

 -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기반한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조정

 - 각 기관 소유 선박의 독점적 운영 방지를 위해 운항일정 조정을 주기능으

로 하는 조직 또는 기구 설립을 통해 선박 활용 극 화 도모

 - 적극적 운항정보 공개를 통한 해양 현장연구․조사 수요 및 해양학 발전 

프로그램 발굴 견인

 - 연구선단 역량 및 성과 제고 관점에서 연구선 소유 및 운영기관 간 협력과 

Win-Win 전략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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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용효과적 연구선단 운영

 - 선박 이동 비용 절감을 위한 모항의 地經學 배치

 -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선, 유무인잠수정, 선상조사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

라의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최첨단 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가의 인프라 구

축 및 기장비 구입 비용 절감

 - 신규 연구선 건조 및 기장비 도입 계획에 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중복 

투자 방지

   ③ 연구선단 역량 제고

 - 해양연구의 세계적 수월성 달성을 목표로 선박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는 연구선단의 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연구선 운영과 책임감 증진

 - 상승하고 있는 연구선 운영비용과 선박의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선

단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선단의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④ 연구선단 운항정보시스템의 고도화(해양 데이터정보시스템과 연동 운영)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선들의 운영방식과 상호 운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체계화

 - 해양조사자료 및 데이터의 체계적 확보, 축적 및 공개를 통한 성과 창출 

극 화

  

 <그림 2-39>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선단 구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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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연구선단 설립 근거 및 위상(정체성)

  ○ 분석 상 국외 연구선단의 설립근거는 참여국가 또는 기관 간의 협약(Charter, 

MOU, Convention) 체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JAMSTEC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관 자체 내부 전략과 계획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선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특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국가해양조사선 는 분석 상 중 유일하게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표 2-33> 국외 해양연구선단 설립 근거 및 위상(정체성)

선단 설립 근거 위상(정체성) 설립년도

UNOLS
연구학술기관들의 합의에 

의한 헌장(Charter)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자문기구 1971

EurOcean
(Foundation)

국가 간 협약 체결
(재단 설립은 법률에 근거) 

국제기구
(재단은 포르투갈의 법적 

대리 민간기구)
2002

Eurofleets
European Commission의
Framework Programme

연구인프라프로젝트 2009

OFEG 3개 기관간 협약(MOU) 체결 국제 민간기구 1996

ERVO그룹 회원 합의서 회원 중심의 국제비영리단체 1999

UMS(프랑스) 기관간 협약(Convention) 체결 기한제 공공서비스조직 2011

JAMSTEC(일본)
독립행정법인 

해양연구개발기구법
독립행정법인 2004

중국국가해양조사선단 법령 정부 조직 2012

4. 연구선 사용 관련 주체

가. 국가별 사용 관련 주체

    ○ 미국의 UNOLS에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인 19척의 선박 중에서 12척은 

소유 및 운영주체가 동일하며, 나머지는 소유와 운영주체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소유주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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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주체는 정부기관인 미 해군, 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민간연구기관인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버뮤다해양연구소(BBSR)와 사립 학으로 구성

      - 운영주체는 사립 및 주립 학(UW, UH, OSU, UD, UG, UMD)과 민간연

구기관(SIO, WHIO, LDEO, BIOS, MLML)이 담당

      - 연구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항일정을 협의․조정하는 독립상설기구

(UNOLS)를 1971년부터 운영

    ○ 일본은 독립행정법인인 JAMSTEC이 7척의 역량이 우수한 주요 해양연구

선들의 소유 겸 운영주체이나 운항은 전문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선박들은 학(전문 학, 고등학교 포함),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소유 겸 운영주체로서 JAMSTEC 연구선

을 제외한 부분의 선박들은 소유주체가 직접 운항을 하고 있음  

      - 현재 하쿠호마루를 제외한 모든 선박은 위탁업체(Nippon Marine Enterprises, 

Ltd.)를 선정하여 운항을 맡기고 있음

      - 일본은 국책사업 및 공동이용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의 운항일

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항계획은 위원회의 

다단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영국은 EurOcean에 등록된 39척의 선박 중 20척은 소유와 운영주체가 동

일하며, 나머지 19척은 소유와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음

      - 소유 및 운영주체는 영국 해군, 정부기관, 비정부 공공기관, 학, 국립 

및 민간연구기관, 민간회사 등 매우 다양

    ○ 프랑스는 2011년 이전에는 IFREMER, CNRS/INSU, IPEV, IRD 등 4개의 

소유주체 겸 운영주체가 존재하였으나, 2011년 3월에 4개 기관의 연구선 

운영기관을 교육부 산하의 독립관리기구인 Unité Mixte de Service(UMS)

로 단일화하고, 선박 및 장비의 운영일정을 통합 조정(일부 연구선은 원 

소유주체가 운영)

      - 상기 4개 기관 외에도 소유 및 운영주체로서 국방부 및 산하기관, 민간전

문업체(P&O Maritime, Comex S.A.)가 있음

    ○ 독일은 UNOLS에 등록된 Regional급 이상 17척의 선박 중, 9척은 소유와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소유와 운영주체가 동일함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 112

      - 소유주체는 연방정부부처가 가장 많으며, 이외에 주정부, 공공연구기관, 

학 소속 연구기관, 해군, 민간전문업체 등이 있음

      - 운영주체는 공공연구기관과 연방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독일연구재단, 민간

전문업체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각각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소유주체이면서 운

영․운항주체로 단일화 되어 있음

<표 2-34> 국가별 연구선 사용 관련 주체 현황51)

국가 소유주체 운영주체 운항주체 운항일정 조정

미국
(UNOLS)

NSF, 해군, 
연구기관, 대학

대학, 연구기관
과제공모를 통해

민간기구(UNOLS)에서 조정

일본
대학,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소유주체와 동일,  

JAMSTEC(민간회사)

JAMSTEC 연구선은 
과제공모를 통해 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조정

영국
해군, 정부기관, 비정부 공공기관, 대학, 

국립/민간 연구기관, 민간회사

국가간 공동 활용을 위한 일정 
조정은 Eurofleets, OFEG 등

국제기구 활용

프랑스
공공연구기관, 

국방부, 민간회사

국방부 산하기관, 공공연구기관, 
민간회사

UMS 민간회사

독일

연방정부부처,  주정부, 
공공연구기관, 대학 

소속 연구기관, 
해군, 민간회사

공공연구기관, 연방정부부처,  
독일연구재단, 민간회사

한국 정부출연연, 정부기관

나. 연구선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 연구선 사용 주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구선 운영비 확보를 

책임지는 운영기관과 연간 운항일정을 조정하는 시스템과 절차임

    ○ 연구선의 소유주체는 크게 정부조직/기관(부처, 외청 등), 공공(연구)기관/

학, 민간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먼저 직접 운영과 위탁 운

영으로 별할 수 있고, 다시 위탁 운영은 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별도 전

담조직, 민간회사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사례별 특성을 해

외사례를 중심으로 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51) 프랑스, 영국, 독일의 연구선별 소유 및 운영주체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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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A 소유주체 : 정부조직/기관(부처, 외청 등) → 직접 운영

    ○ 운영비 등 예산 확보, 국가 정책의 반영, 연구조사의 지속성 등에서는 장

점이 있으나, 공무원 규정에 의한 연구조사선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따라 운영이 경직적일 수밖에 없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등 선박 관리 문제, 선박 사용의 수요가 많을 시 인력 

운영의 유연성 문제 등이 두되며, 무엇보다도 선박 활용의 독립성 확보

에 어려움이 상존하며, 해외사례는 주로 연구가 주기능이 아닌 해상보안, 

수산, 수로측량 등을 담당하는 선박이 해당됨

   ①-B, C, D 소유주체 : 정부조직/기관(부처, 외청 등) → 위탁 운영

    ○ 위탁운영 3가지 경우 모두 예산 확보, 국가정책 반영, 연구조사 지속성 등

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의 경우보다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효율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 있으며, 동 사례는 해군 소속 선박이 

부분으로서 기능과 운영 목적이 국방 관련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정부의 지속적인 해양과학조사 설계 및 수행 가능

      - 국가적인 형과제 수행 가능하며, 직접운영과 유사

    ○ 정부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①-B) 시, 선박 사용기관 간의 

공동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구 필요

    ○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의 사례 분석 결과, 소유는 정부조직/기관이 하

면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①-B)하는 경우가 전체 조

사 상 선박 61척 중 가장 많은 25%(15척)를 차지

   ②-A 소유주체 : 공공(연구)기관/ 학 → 직접 운영

    ○ 정부 예산으로 건조한 선박을 공공기관 또는 학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운영(②-A)할 경우, 외국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따라 ①-B의 장단점과 유사하며, 단지 독립성 

확보와 공동활용에 있어서는 다소 유리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음

    ○ 동 사례의 경우에도 선박 사용기관 간의 공동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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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B, C, D 소유주체 : 공공(연구)기관/ 학 → 위탁 운영

    ○ 미국, 영국, 독일의 학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로 연구기관에 위탁 운

영(②-B)을 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②-A의 장단점과 매우 유사하며, 

선박 사용기관 간의 공동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구 필요

    ○ 프랑스의 UMS가 유일한 사례인 ②-C의 경우, 연구선의 공동활용을 목적

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되었음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

법으로 판단됨

    ○ ②-D의 경우는 영국과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히 드문 사례로서 선박 

운영․관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회사가 운영해야만 하는 특수한 

목적의 선박 운영에 적합

      - 비즈니스에 기반한 운영 및 관리로 위탁 운영자의 독점력 발생하며, 독점 

운영 → 위탁 비용 상승(시장원리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 선박 사용료 

상승 가능) → 연구사업 계획 차질 발생 우려

      - 민간업체 직원과 선원들은 일반 선박 관련 종사자로 이들의 연구선 운영·

관리 방식(기장비 운영 등)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연구조사 작업 수

행능력 저하 가능성 상존

      - 인력관리 방법 상 연구선 전문인력 양성 애로  

      -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연구인력-운영자 간 갈등 발생 우려

  ③-A 소유 겸 운영주체 : 민간회사

    ○ 영국과 독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장단점은 ②-D와 유사하나, 단지 

소유와 운영주체가 동일함에 따라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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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선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

소유주체 운영주체
선단 운영지표 상대 비교 해외사례

예산 
확보

국가정책 
반영

연구조사 
지속성

비용
효과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

활용성
(공동활용)

내용
프, 영, 독

해당 선박수

①
정부조직/
기관(부처, 
외청 등)

①-A
직접 운영

대 대 대 소 소 소 소

해상보안, 
수산․수로측량 

전담조직 
소유 선박

7척
(11.5%)

위
탁

①-B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중 중 중 중 중 소 소
영국, 프랑스의 
국방부, 해군
소유 선박

15척
(24.6%)

①-C 별도 
전담조직

중 중 중 중 중 중 소 사례 없음 -

①-D
민간회사

중 중 중 소 대 중 소
영국 국방부 
소유 선박

1척
(1.6%)

②
공공기관/

대학

②-A
직접 운영

중 중 중 중 중∼대 중 중
공공기관/대학

소유 선박
9척

(14.8)

위
탁

②-B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 중 중 중 중∼대 중 중
미국, 영국, 
독일의 대학 
소유 선박

9척
(14.8%)

②-C
별도엽합
전담조직

중 중 중 대 대 대 대 UMS
10척

(16.4%)

②-D
민간회사

소 소 소 소 대 중 소 영국, 독일
3척

(4.9%)

③
민간회사

③-A
민간회사

소 소 소 소 대 대 소 영국, 독일
7척

(11.5%)

5. 국내외 해양연구선 현황 비교 분석

가. 연구선 보유 현황

○ 주요 해양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Regional급 이상 해양연구선(미국, 일본, 

한국은 UNOLS 기준을 적용하여 전장 40m 이상, 유럽연합 국가는 전장 

35m 이상)과 총 연구선 보유 현황은 다음의 <표 2-36>과 같음

○ 우리나라의 GDP와 보유 연구선수를 1로 가정했을 경우 현황을 비교해 보면

  - Regional급 이상 보유 선박 수에서는 일본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가 상 적으로 많은 연구선을 보유

  - 총 선박 수에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연구선을 보유

(<그림 2-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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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국가별 해양연구선 보유 현황 

국명 GDP*
(천억＄)

1인당
GDP**(＄) WC* SI* TI* IR*** GIR*** 선박 수

(>RC****)
선박 수
(Total)

미국 135.2 42,385 2 1 2 2.83 0.92 77 246

일본 40.1 30,414 27 2 24 3.25 0.55 66 108

독일 28.5 34,581 9 3 13 2.8 0.84 17 29

영국 20.7 32,814 18 10 15 1.79 0.58 20 39

프랑스 19.5 29,938 29 12 18 2.23 0.82 8 22

이태리 16.0 27,081 40 20 28 1.26 0.52 5 17

한국 14.0 27,541 22 5 14 3.73 0.99 10 28

스페인 12.3 26,981 39 27 36 1.39 0.64 8 17

* 2012년 기준,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reference year 2005(http://stats.oecd.org)
** 2011년 기준,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reference year 2005(http://stats.oecd.org)
*** 2010년 기준
**** 미국, 일본, 한국은 전장 40m 이상, 유럽연합 국가는 전장 35m 이상 
WC(세계경쟁력), SI(과학경쟁력), TI(기술경쟁력) : IMD 2012 보고서, IR(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중), 
GIR(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투자비중), RC(Regional Class)

9.66 

2.87 

2.03 
1.48 1.39 

1.15 
0.88 

7.70 

6.60 

1.70 
2.00 

0.80 
0.50 

1.00 
0.80 

8.79 

3.86 

1.04 
1.39 

0.79 0.61 0.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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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8.00 

9.00 

10.00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스페인

GDP R/V(>RC) R/V(Total)

<그림 2-40> 국가별 GDP 비 보유 연구선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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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GDP 비 정부 연구개발투자비중과 보유 연구선수를 1로 가정

했을 경우 현황을 비교해 보면

  - Regional급 이상 보유 선박수에서는 프랑스와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교 상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상 적으로 많은 연구선을 보유

  - 총 연구선수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교 상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상 적으로 많은 연구선을 보유

0.93 0.85 
0.83 

0.65 0.59 0.56 0.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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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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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국가별 GDP 비 정부 연구개발투자비중 비 연구선 수 비교

나. 연간 운항일수

○ Global급은 독일의 연구선만 유일하게 연간 최적운항일수 300일을 상회하

고 있으며, 나머지 선단은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라온호의 경우, 시험 운항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 2011, 2012년에는 각각 289일과 268일 운항하였으나, 2013년에는 

311일의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300일 이상의 연간 최적

운항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Ocean급은 모든 연구선들이 연간 최적운항일수 275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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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해양2000호와 온누리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각각 

연평균 194일, 267일의 운항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간 최적운항일

수 275일에 못 미치고 있음

  ※ 온누리호와 규모가 비슷한 독일의 Maria S. Merian호(1,345톤, ‘95년 건

조, ’10년 전면 재보수, ‘11년 재취항)는 2011년에 310일, 노르웨이의 Dr 

Fridtjof Nansen호(1,444톤, ’93년 건조)는 2010년에 333일, 이태리의 

Urania호(1,115톤, ‘92년 건조)는 2010, 2011년에 각각 354일, 296일의 운

항일수를 기록하였고, 일본의 나츠시마호(1,793톤, ‘81년 건조)는 2008∼

2011년  4년 동안 연평균 270일의 운항일수 기록(<표 2-> 참조)

○ Regional급은 UNOLS 연구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간 최적운항일수 180∼

200일을 초과 운항하고 있음

  - 우리나라 다목적연구선 이어도호는 2008∼2012년 5년 동안 224일의 평균 

연간운항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유사 규모의 이태리 Dallaporta호(285톤, 

‘01년 건조)는 2010, 2011년에 각각 228일, 303일의 운항일수를 기록하였

고, Local급으로 분류되지만 비슷한 규모의 프랑스 다목적 연구선 Antea

호(421톤, ‘95년 건조), L'EUROPE호(264톤, ‘93년 건조), THETYSⅡ호(224

톤, ’93년 건조), CÔTES DE LA MANCHE호(220톤, ’97년 건조) 등 4척

의 2007∼2011년 5년 동안의 평균 연간운항일수는 280일(<표 2-> 참조)

○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양조사원과 수산과학원의 선박들의 경우 Ocean

급과 Regional급은 연평균 200일 내외, Local급은 120일 내외를 기록

<표 2-37> 국가별 연간 운항일수 비교

선단
연간 운항일수

비고Global Ocean Regional Local
300* 275* 180∼200* 110*

UNOLS(미국) 285 270 136∼160 100 ‘07 기준

UMS(프랑스) 245 205
280(다목적선 4척)

217(어업조사선 2척)
‘07∼’11 평균

(200톤급 이상)
독일 306 236 218 ‘00∼’05 평균

JAMSTEC(일본) 295 261 268 253 ‘02∼’11 평균

KIOST(한국)
279

(아라온)

267
(온누리)

194
(해양2000)

224(이어도)
179(바다로1)
192(탐구20, 3)

평균 120일 내외

․아라온(‘10, ’11 평균)
 ․온누리, 이어도, 해양2000, 

바다로1(‘08∼’12 평균)
 ․탐구20, 3(‘09∼’12 평균)

* UNOLS 기준 연간 최적운항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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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온누리호 및 이어도호와 유사 규모 연구선 연간 운항일수 비교

선명 총톤수
전장
(m)

건조
년도

연간 운항일수
비고

‘03 ‘04 ‘05 ‘06 ‘07 ‘08 ‘09 ‘10 ‘11

온누리 1,422 63.8 ‘93 194 210 241 234 239 238 234 287 272 평균 239

나츠시마 1,739 67 ‘81 290 286 268 250 242 270 283 274 254 평균 269

Urania 1,115 61.3 ‘92 324 354 296 이태리

Poseidon 1,105 60.8 '76 264 292 281

독일
Maria S. 
Merian

1,345 94.8 '06 310 310

Heincke 1,322 55 '90 156 192 233

Johan Hjort 1,828 64.4 ‘90 263

노르웨이Dr Fridtjof 
Nansen

1,444 56.8 ‘93 333

이어도 357 49 ‘93 208 179 205 238 241 179 227 205 258 평균 216

Dallaporta 285 35.3 ‘01 303 228 303 이태리

García del 
Cid

288.5 37 ‘77 208 134 스페인

Celtic 
Voyager

340 31.5 ‘97 226 281 아일랜드

Håkon 
Mosby

497 47.2 ‘80 224 노르웨이

L‘Europe 264 30 ‘93 295

프랑스
(‘07∼’11년 

평균)

Cotes de la 
Manche

220 25 ‘97 297

Tethys II 224 25 ‘93 340

Antea 421 34 ‘95 188

다. 일 운영비용

○ 운영비용의 경우 외국 선박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한 

비교분석은 할 수 없지만, 아라온호는 비교 상인 UNOLS와 Eurofleets 

소속 Global급 선박에 비해 일 운영비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라온

호가 쇄빙선으로 운항한 지 얼마되지 않아 관리비, 보험료 등 초기투자비

용이 상 적으로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됨(<표 2-39> 참조)

○ Ocean급인 온누리호와 해양2000호의 평균 일 운영비용, Regional급인 이

어도호, 바다로1호, 탐구20, 3호의 평균 일 운영비용은 비교 상 선박에 비

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표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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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STEC 소속의 선박은 일 운영비용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상세한 항목별 비용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이류를 파악할 수 없었음 

<표 2-39> 국가별 연구선 일 운영비용 비교
(단위 : 천원)

선단
일 운영비용(연간 평균 운항일수)

비고
Global급 Ocean/

Intermediate급 Regional급

UNOLS 34,292(285) 20,173(186) 16,712(136) ‘07 기준, ’07.12월 환율 적용

Eurofleets 24,331 11,986 ’10 기준, ’10.12월 환율 적용

한국 52,200(268) 12,500(242) 10,200(217) ‘12 기준

선명 온누리 이어도 나츠시마 카이요 요코스카 카이레이 미라이

총톤수 1,422 357 1,793 3,385 4,439 4,628 8,687

전장(m) 63.8 49 67 62 105 106 128

연간 운영비
(백만원)

4,148.2 2,052.4 11,152 13,570 14,334 14,980 27,627

운항일수 302 250 259 278 289 297 311

일운영비
(백만원)

13.7 8.2 43.1 48.8 49.6 50.4 88.8

* 한국은 2012년도 자료, 일본은 2002년도 자료(운영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2년도 
금액으로 환산, 환율은 2012.12.31 기준)

    ○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선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연구선의 통합정보포털의 구현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음

라. 연구선 공동 활용

○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내 기관 간 연구선 공동활용뿐만 아니라 국

가 간 공동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OFEG의 6개 회원국 

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Barter에 기반하여 국가 간 교환 사용이 매우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활용의 표적인 사례로서 네덜란드 연구선으로 OFEG에 소속된 

PELAGIA호(Ocean급, 1,615톤, 66m)는 2008년도의 경우, 총 323일의 운항

일수 중에서 168일(52%)을 공동활용52)

52) EricaKoning, Marieke Rietveld, NOIZ, Netherlands(2008), NOIZ, “Royal Netherlands Institute for Se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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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일은 국내 사업 및 유럽과학재단의 EuroCORES 프로그램 수행, 40일

은 EU 국제프로그램 수행, 60일은 OFEG의 Barter에 의한 교환 사용(영국 

NERC 22일, 독일 BMBF 38일), 69일은 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기원,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3개 기관 연구조사

선의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공동승선 실적

은 매년 30∼40% 를 기록

<그림 2-42> 네덜란드 연구선 PELAGIA호의 해외 국가별 사용일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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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 해양과학 전망 및 중장기 

        국가 해양연구선단 발전 전략

제1절  Rio+20 회의53)

1. Rio+20 회의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Rio+20 개요

○ 2012년 6월 20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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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 비정부기구(NGO) 표, 재계 및 학계 인사 등 5만여 명이 참여

  - 지속가능 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를 의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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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양오염, 도시화, 고용창출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나.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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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있음

  - 본문에서는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행동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음

○ Rio+20의 주요 의의

  -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유엔 최초로 명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위급 정치 포럼 신설

  - 유엔환경계획 역할의 강화

○ Rio+20 회의 주요 결과 의제

  - 녹색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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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수단

나. 해양분야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한 개도국 역량 배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 Regular Process 지지 및 1차 주기 완료 기 , 평가 결과를 적절한 수준에

서 반영할 것을 촉구

  - EEZ 이외 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인지, 69차 유엔총회 이전까지 UNCLOS내에 국제기구 설립 여부 결정

  - IMO를 통한 해양폐기물 감축, 해양외래침입종 유입방지, GPA54) 이니셔티

브 후속 조치 등 해양오염 감축활동 수행

  -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촉구

  - 기후변화 영향과 해양산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촉구, 해양

산성화 및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한 해양과학 연구, 모니터링 및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필요성 강조

  - 해양시비(施肥)에 한 우려 표명

  -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합의된 최 지속가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강화

  - FAO를 중심으로 수산자원량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수산관리, 불법어업방

지, 수산보조금 폐지 촉구

  - 개도국에서 생산된 수산제품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도국 지원 전략

을 2014년까지 파악 및 강화 촉구

  - 산호초 및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하도록 국제협력 지지

  -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의 10%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유의

○ 기타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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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상으로 확 하기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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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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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Bank 주도로 ‘해양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Oceans)’ 설립, 우리나라 참여 공약

 * 개도국으로의 해양 관련 기술이전

  - 모로코에 해양산성화 국제협력센터 설립

2. Rio+20 회의 시사점

가.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위한 개도국 역량 배양 강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응 분야 연구 및 국제협력 확  

○ 수산관리, 불법어업방지, 수산보조금 폐지 압력 강화

○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보호구역(MPA) 확 에 한 요구

  -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마찰 지속

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약 이행 강제력 강화(수산자원 관리 등)

○ 유엔 차원에서 Rio+20 후속 조치를 위한 해양분야 이니셔티브 추진으로 해

양분야의 협력활동 강화 예상 

다. 민간영역과의 협력 강화

라. 해양 각 분야에 한 자료 DB 구축 가속화

○ 국가 관할권 내외의 해양자료 및 관리 현황 자료 구축 요구 확

제2절  미래 해양과학 전망

1. 해양학 연구

가. 해양의 역할

○ 우리가 사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기 및 육지와 맞닿아 있으며, 또한 지구의 날씨와 기후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열과 물을 이동시키며 저장

  - 자원과 식량원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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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학 연구의 배경 및 중요성

○ 해양역학, 해양생태계와 해양화학적 특성에 해서는 제 로 이해되지 못

하고 있음

○ 최근의 2가지 미국 보고서에서는 해양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역설

  - 퓨해양위원회(Pew Oceans Commission)의 ‘미국의 살아있는 해양(America's 

Living Oceans): 해양 변화과정에 한 기록(Charting a Course for Sea 

Change)’

  - 해양정책위원회(U.S. Commission on Ocean Policy)의 ‘21세기 해양 청사진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 해양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지리적,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

2.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

가. 해양물리학

○ 개요

  - 해양물리학은 바다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혼합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 물이 영양물질, 오염물질 등의 용해된 화학 성분과 플랑크톤을 어떻게 이

동시키는지를 연구

  - 수학과 유체역학을 통해 선박에서 관측하고 모델을 정립하고 바다의 프로

세스를 예측하는 응용물리학의 분야

○ 해양물리학의 연구 현황

  - 해양을 적절히 샘플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 지금까지 해양물리학

자들은 상 적으로 큰 규모의 순환 또는 보다 작은 규모의 폭풍 프로세스

의 사례를 연구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현재 중간 규모의 연구는  

아직 미개척 상태

  - 해양에서 규모와 소규모의 해양물리학을 이어주는 기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실제 해양연구는 수치 모델에서는 풀리지 않는 활동적이고 중간 규모의 

특징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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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도의 강한 류활동, 지형의 영향, 

해수면과 해저 부근에서 발생하는 상호 작용 등과 같은 현상들을 이해해

야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해양물리학의 연구 트렌드, 조사 결과와 정책

  - 륙붕횡단이동(Cross-shelf transportation)

•연안 환경에 한 인간의 영향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륙붕횡

단이동(Cross-shelf transportation)의 해양물리학을 이해하는데 달려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해저 륙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륙붕

단전선(shelf-break front)에서 다뤄지고 있음

• 륙붕횡단이동에 있어, 륙붕단 제트(shelf-break jets)의 중요성이 새로

이 부상하는 분야인데 비해, 분명한 것은 륙붕 주변의 원거리 지역에서

도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륙붕 지역의 해수를 륙붕 주변부까

지 바닷물을 이동시킨다는 것임

  - 해양 상층부 프로세스(Upper Ocean Processes)

•해양 상층부 프로세스의 주요 에너지원은 기화와 냉각을 통한 바람의 응

력과 부력 손실에 의한 기의 강제력(atmospheric forcing)이며, 해양물

리학에 있어 주요한 연구목적은 이러한 유동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임

  - 해저 경계층(Benthic Boundary Layers)

•최근의 관측과 모델링 노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의 해저 경계층의 중

요성을 알게 되었으나, 해저 경계층에서 측정을 하기란 어려움

•이들 지역에 정확한 고해상 해저수심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해저 5미터 이내 간격으로 고해상 수평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

간의 시계열 측정이 요구됨

  - 중규모 소용돌이(Mesoscale Eddies)

•수치순환모델을 이용한 더 많은 작업을 통해 규모 해양순환과 특성 분

포에 한 중규모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용돌이 플럭스의 강도를 확립하고 플럭스와 보다 큰 규모의 순환

과의 특성 분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간적 범위에 

한 새로운 분야의 측정이 있어야만 중요한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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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물리학에 영향을 미칠 방법론과 기술의 진보와 미래 설비 수요

  - 해양물리학 연구분야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선박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선상 샘플링 관련하여, 표층수, 수주(水柱) 상층부, 그리고 해수면 바로 위

의 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로, 기와 바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술을 신규 선박 디자인에 반영하여 이전보다 해풍이나 바다 상

황에 덜 영향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해양물리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선의 조건

  - 선박은 수중이나 공중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을 

갖고 있어야 함

•공중 데이터는 원격 또는 무인장비에서 얻게 되므로, 위성과 육지와의 커

뮤니케이션 필요

  - 모델링과 관측데이터 수집을 위해 선박에는 센서시스템이 필요하며, 선박

은 다양한 수중 장비, 표류 또는 고정 장비를 설치,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해양생물학

○ 개요

  - 해양생물학은 해양 유기물, 그리고 이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 해양생물학자들에게 바다에 떠있는 선박, 심해잠수정 그리고 관련 장비 등

을 통해 바다 접근권을 제공하고, 향후 수십 년 간 정책결정자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지원할 접근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

게 될 것임

○ 해양생물학의 연구 트렌드, 조사 결과와 정책55)

  - 아래에 명시된 주제는 해양생물학의 현재 및 미래 연구에 한 예를 보여줌

  - 해양미생물생태학((Marine Microbial Ecology)

•마이크론 크기 이하의 유기물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다세포 유

55) 해양생물학은 연구용 선박이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생물체를 포함. 여기에는 원양 및 중심해(中深海), 
륙붕, 륙사면, 심해와 5 호가 있음. 고위도 지역 특히 북극지역은 온난화와 빙하의 손실로 인한 접근성 

증 로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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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들이 있으며, 이들은 원양 및 해저 지역에 풍부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양생태학에 한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냄

•미래의 조사활동은 미생물 조합의 구성과 역할을 포함할 것이며, 환경과

의 관계, 요소 순환 측면의 역할도 포함할 것임

  - 물리-생물학적 상호작용(Physical-Biological Interactions)

•생물학적 현상의 변동성이 종종 물리학적 현상의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 이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강력한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

으로 물리학과 생물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 심해생물학(Deep-Sea Biology) 

•열수구와 화학합성 독립영양체 생산을 하는 심해 메탄 분출의 발견은 해

양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지구와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생명

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조사를 촉발시켰음

•연구선에서 이뤄지는 수주 및 해저 샘플링, 퇴적물채집기에서 무인잠수장

에 이르는 장비 등이 이 모든 발견이 가능토록 했음

  - 생물학적 펌프(Biological Pump)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물의 하향 플럭스는 Global 

탄소 사이클에 있어 주요한 요소임. 이 플럭스를 생물학적 펌프라고 하는

데 고정된 것과 유동적인 것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선은 관측 및 실험적 접근 목적으로 생물학적 

펌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연구선에 설치된 기장비와 플랫폼, 떠다니는 퇴적물채집기, 부표와 계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입자와 플랑크톤을 연구하고 있음

  - 육지-바다 상호작용(Land-Sea Interactions)

•온도, 성층화, 수역의 변화가 기후 변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다와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현상과 연안에 한 더 광범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할 것임

  - 개체 연계성(Population Connectivity)

•해양 개체와 환경이 인간 활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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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섭동 실험(Perturbation Experiments)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험이며, ROV와 잠수정을 통해 얻은 소규

모 조정은 천이(遷移), 서식지 선택, 생태계 공학 등과 같은 생태적 프로

세스, 생물 다양성 유지, 생리적 내성과 영양 상호작용에 해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발전 속도가 빠른 연구영역으로 무기탄소화학과 이것이 개체에서 생태계 

전반에 이르는 생물군에 한 영향 연구가 미래의 주요 중점 사안이 될 

것임. 이런 연구에는 연구용 선박을 이용하여 외해에서 조종과 인클로저 

실험(enclosure experiment)을 포함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과 보존(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생물다양성은 해양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분야로,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은 자원에 한 지식과 이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달려 있음

  - 탐사(Exploration)

•새로운 어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온 속도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음

  - 지속 관측(Sustained Observing)

•부표, 무인 라그랑지 플랫폼과 센서(Autonomous Lagrangian Platforms 

and Sensors, ALPS), 잠수정과 선박 등 다양한 관측 플랫폼이 사용될 것

이며, 이로 인한 관측은 해양생물학을 포함해서 해양에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이해를 제공할 것임

○ 해양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방법론과 기술의 진보와 미래 설비 수요

  - 해양생물학자들이 향후 바다로 나가서 연구할 필요성과 해양생물학의 기

술적 요구사항이 계속 증가할 것임

•해저 샘플링, ROV 배치, 부표 및 무인장비 회수에 다이나믹한 포지셔닝

이 필요하며, 희소금속이나 1차 생산물과 같은 물의 특성분석에 있어서도 

선박의 청결성이 필수적임

  - 선박으로부터의 원거리 관측과 샘플링에 한 수요 

•해저에서의 비디오 가이드 샘플링을 위해 카메라 성능 개선, 광섬유 케이

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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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체물(floats), 글라이더와 AUV

는 선박의 역량을 확 시킬 것이며 사용도 증가할 것임

○ 해양생물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선의 조건

  - 연구용 선박은 규모 과학자 그룹, 적절한 실험실과 선상 공간 등 연구를 

지원할 능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에 맞춰 개조할 수 있어

야 함

•예를 들어, 광케이블 연결 ROV 배치에서부터 중심해(mesopelagic) 트롤, 

심해 멀티코어링, ALPS 설치 및 회수 등이 가능해야 함

•한번 항해를 나설 때마다 2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2척 이상의 선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통신 장비

•유전자 염기서열 장비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고해상

도 카메라는 기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원거리 장비의 

운영과 관측을 위해서는 육지와의 비디오 연결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지속적인 통신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위성을 활용함

• 이처럼, 해양생물학은 다가올 미래에 바다, 선박, 위성, 육지간 초고속 

인터넷 통신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

다.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 개요

  - 해양지구물리학 기술은 지질 샘플링과 해저 직접 관측을 결합시킨 방법으

로 해저를 매핑하고 특성화하는데 있어 주요 수단을 제공하며, 층서학, 구

성, 그리고 해저 지중구조 파악 방법을 제공함

○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의 연구 트렌드, 조사 결과와 정책

  - 지구물리학적 Global 탐사 및 조사, 샘플링에서 보다 세부화 된 문제 지향

적 연구로 바뀌었음

  - 향후,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MG&G의 하위 분야뿐만 아니라 해

양공학과 생물학, 화학, 물리학적 해양학 차원의 관점과 개념, 기술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수주(週)에서 수년 동안 이어지는 연구활동 데이터를 적절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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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분리해 수집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지질학적 연

구의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음

•고해양학과 고기후학(Paleoceanography and paleoclimatology) : 기후와 

해수면 변화

•해안, 륙붕, 륙사면, 침전물 프로세스(Coastal, shelf, and slope sedimentary 

processes)

•지질 재해(Geological hazards)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

•해저중앙해령(Mid-ocean ridges)

•수렴판 경계(Convergent plate boundaries)

• 륙열개주변부(Rifted continetal margin)

•고해양학(Archeological oceanography)

•통합해양시추프로그램(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에 영향을 미칠 방법론과 기술의 진보와 미래 설

비 수요

  -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의 현재와 미래 연구의 성공은 선상 설비의 몇

가지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에 달려있으며, 매우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임

  - 모든 형태의 연구는 보다 정확해야 하고 상세한 해저 수심측량 지식과 연

구 지역 내 퇴적물의 특성을 요구함

  - 특정 영역에서 연구 활동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2D 및 

3D 다채널 탐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선의 조건

  - 최신 멀티빔, 사이드스캔, 고해상 해저지층 탐사기가 모든 근해급(regional 

class) 이상의 선박에 필요하며 이동 멀티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고해상도 멀티채널 탄성파 반사 데이터도 다양한 침전물 층서학 연구에 

필요하며, 근해급(regional class) 이상의 큰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이동 

시스템도 국가 설비로 유지되어야 함

  - 사용 중인 지구물리학 센서 즉, 중력미터기, 자기미터기 등도 고정 부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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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은 선박에서도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해야 함

  - 연구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확한 위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수집하고, 

센서를 이용해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ROV와 AUV를 보다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이 필요

라. 해양화학

○ 개요

  - 해양화학 분야는 해양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학문과 다양하고 주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 20세기의 후반부에 들어서 해양화학자들이 이 학문 역사의 상당 부분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석적인 문제, 샘플링과 관련된 난제들을 체계적으로 분

석할 수 있었음

  - 이런 진전의 이면에는, 화학 분석과 측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 클린 

샘플수집 접근방법과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롭고 광범위하게 가능했던 청

정 물질과 프로토콜을 통해 샘플 수집 및 처리를 통해 가능하였음

  - 전 세계 해양에 한 장기적 모니터링 노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

고 완성되어감에 따라, 직접적 샘플링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은 무인 및 원

격 샘플링 플랫폼에 의해 점점 더 많이 보완될 것임

○ 해양화학의 연구 트렌드, 조사 결과와 정책

  - 기와 해양 간 상호작용, 기 화학 그리고 광화학

•최근 해양에서 유무기 화학적 반응과 프로세스에 한 자연 햇빛의 중요

한 영향, 물질에 한 미생물의 생물학적 사용 가능성, 그리고 햇빛이 플

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한 고찰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첨단 장비를 선박에 탑재하여 실험과 측정을 

바다에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해양 상층부 생물지구화학

•지난 10년 간 화학, 물리학 및 해양생물학 프로세스와 이들 간의 시너지

가 결합되는 개념 모델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최근의 규모 해양생지화학적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다중 샘플링 플랫

폼을 요구하며, 여러 학문의 현장 조사를 완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시다

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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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는 JGOFS와 해양 철 배양 실험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수요와 관련해서는 특히 Global 및 Ocean급에 한 요청이 많았음

•학제간 생지화학적 해양학 연구의 지속적인 성장, 여러 전문분야 접근법

과 방법의 정교화는 적절한 샘플링 플랫폼의 지속적 사용 가능성뿐만 아

니라 샘플링 플랫폼의 수와 사용 가능한 선박운항일수도 요구됨

  - 해양 주변부와 내부 사이의 상호작용 

•해양과학계가 점점 더 측면 수평기류(lateral advective)와 소용돌이 확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물질과 화학 플럭스의 강도의 이해도

도 높아졌으며, 이는 하천과 륙주변부 환경 사이, 그리고 주변부와 해

양 내부 사이에서 발생

•측면 플럭스가 때로는 기존의 수직 플럭스 모델과 비슷하든지, 때로는 능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놀라운 사실임

•연안 프로세스(Coastal Ocean Processes, CoOP), 강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부터 해양 주변부(River-dominated to Ocean Margins, RiOMaR), 연안지

에서의 육지와 해양간 상호작용(Land-Ocean Interactions in the Coastal 

Zone, LOICZ) 등 지속되고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다양

  - 동조화된 심해-원양 플럭스(Coupled benthic-pelagic fluxes)

•Global 요소 물질 수지에 한 이해는 해저의 화학적 연구 그리고 동 연

구와 원양 수주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교해질 것임

•이와 관련해서 중량 리프트(heavy lift), ROV, 잠수정 운영 등과 같은 충

분한 장비를 가진 샘플 플랫폼이 요구됨

  - 해양의 화학적 특성에 한 Global 조사

•기후학적으로 관련 있는 미량의 가스와 다른 물질들을 10년 주기, 연간 

그리고 더 짧은 주기로 제약하기 위한 Global 해양 조사의 시공간적 집

중도와 그 수는 지난 수십 년 간 Global 탄소 예산과 인위적 CO2 축적을 

조절하는 해양의 역할 측면에서 폭 증가했음

•해양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박 역량의 분배가 요구됨 

  - 해양화학에서의 선상 실험은 향후 ROV, 계류장치, 관측시스템, Volunteer 

Observing Ships(VOS) 등 자동 원격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체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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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화학에 영향을 미칠 방법론과 기술의 진보와 미래 설비 수요

  - 해양과 기간 경계에 걸쳐 있는 해양과 플럭스 내의 구체적 화학 물질의 

배분을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지구화학적으로 독특

한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해양 공간이 측정되어야 함

• 규모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선상 플랫폼이 필

요한데, 이는 향후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선박시간수요가 규모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양 화학의 선상 프

로그램은 항시 측정 타입과 횟수에 있어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최 한 종

합적 모습을 유지해야 함

○ 해양화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선의 조건

  - 기와 바다간 인터페이스, 수주의 상층부와 수면 바로 위의 기층을 샘

플링할 도구가 필요할 것임

  - 미량 금속이나 유기 화합물 같은 물질들의 측정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공

기 및 기 에어로졸 샘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선

의 수요가 요구됨

제3절  중장기 국가 해양연구선단 발전 전략

1. 해양연구선 사용 수급 현황

가. 연구선 사용 수급 현황

○ Global급 선박인 아라온호는 2011∼2013년(2013년은 계획일수) 3년간 총 운

항일수 738일(연평균 246일) 중에서 순수 연구항해일수는 265일(연평균 

88.3일)로서 35.9%를 차지함

○ 연구항해일수는 부분 극지연구소 내부 연구사업 수행이 차지하였으며, 

외부 기관에서 신청한 사용일수는 2010∼2011 남극항해 기간 중에 해양과

기원에서 57일간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사업’ 수행에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0.5일에서 5일간 사용한 것이 전부임(<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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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아라온호 외부기관 사용신청 현황

구 분 기관명(사업명) 신청기간(사용일수)

2010
북극항해

국립기상연구소(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10.7월(0.5일)

해양과기원(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10.7.26 ~ 7.30
(5일)

2010/2011 
남극항해

해양과기원(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11.3.13 ~ 5.8

(57일)

2011
북극항해

국립기상연구소(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11.7월(0.5일)

해양과기원(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
'11.7월 또는 8월 

(2일)

2011/2012 
남극항해

현대건설(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11.12.15 ~ '12.1.15

(31일)

해양과기원(빙해선박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빙성능 시험) '12.1월 중(3일)

2012 
북극항해

국립기상연구소(관측기술지원 및 활용 연구) '12. 7월(0.5일)

해양과기원(북서태평양 인공방사성 핵종분포조사) (이동구간 승선)

2012/2013 
남극항해

현대건설(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12.11.20 ~ '13.1.10,
'13.3.1 ~ 3.19(71일)

2013 
북극항해

국립기상연구소(관측기술지원 및 활용 연구) 0.5일

해양과기원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이동구간 승선)

2013/2014 
남극항해

현대건설(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2013.11.16 ~ 3.19

(124일)

○ Ocean급 선박인 해양2000호와 온누리호의 연평균 수요일수는 약 546일을 

보이고 있음

  - 해양2000호는 국가기본도 작성 등 해양측량을 위해 연간 200일 내외의 수

급 현황을 나타냄

  - 온누리호의 경우, 2009∼2013년 연평균 사용신청일수는 345.8일, 실제 평균

운항일수는 269.8일로서 연평균 76일(28.2%)의 초과수요 발생(<표 3-2> 참조)

<표 3-2> 온누리호 사용신청일수 및 실제 운항일수(2009∼2013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온누리호
신청일수 283 416 421 339 270 345.8

운항일수 234 287 283 302 243(예정) 269.8

이오도호
신청일수 321 318 581 450 410 416.0

운항일수 227 205 263 250 266(예정) 242.2



제3장 미래 해양과학 전망 및 중장기 국가 해양연구선단 발전 전략

139 ▮

○ Regional급 선박 6척의 연간 총수요일수는 약 1,420일로서 이 중에서 1,000

일은 해양조사원(바다로1, 2호)과 수산과학원(탐구 20, 3, 8호)의 기관고유임

무 수행을 위한 수요이며, 이어도호는 2009∼2013년 연평균 사용신청일수

는 416일이며 실제 평균운항일수는 242일로서 연평균 174일(72%)의 초과수

요 발생(<표 3-2> 참조)

○ Local급 선박 14척의 연간 총수요일수는 약 1,680일로서 해양과기원의 장목

1, 2호 운항일수를 제외하면 부분이 해양조사원과 수산과학원의 기관고

유임무 수행을 위한 수요임

○ Local급으로 산업계의 수요도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여 연간 1,000일을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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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리나라 선급별 연구선 사용 수급 현황

나. 연구선별 예상 사용기한

○ 다음의 <그림 3-2>는 Regional급 이상 선박의 예상 사용기한을 나타냄. 일

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연구선의 예상 사용기한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으

며, 사용연도 중반의 리모델링은 건조 후 약 15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연구선의 사용기한은 30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전까

지 Regional급 3척과 Ocean급 1척의 사용기한이 종료되며, 2020년  중반

에는 Regional급 1척과 Ocean급 1척의 사용기한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온누리호를 2016년경 리모델링할 경우 2025년까지 운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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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림은 선단의 리모델링과 체에 한 지속적인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과거 역사를 보면 선박 건조 계획, 건조 재원의 확보, 설계 그리

고 선박 건조에 총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임

<그림 3-2> 우리나라 연구선의 예상 사용기한

2. 해양연구선 운항수요 예측

가. 연구선 운항수요 예측 방법

    ○ 연구선 수요 예측 상기간은 2014년부터 2032년까지임

    ○ 수요는 2011년 확정된 2020 MTRM의 4  중점기술 50  중점과제에 하

여 1,202명의 해양학회 회원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6) 결과, ‘전지구

적 해양과학조사 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57)’의 중장기계획(안)을 중심으

로 각 연구영역별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와 앞 절에서 정리한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전망 결과를 반영하여 예측하였음

    ○ 2020 MTRM 설문조사 상 기간 : 2014∼2020년

    ○ 연구영역별 전문가 면담조사 및 미래 연구전망 상 기간 : 2014∼2032년

나. 연구선 총 운항수요일수 예측

    ○ 선급별 연간 총 운항수요일수는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수요, 

56) 설문조사에 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57) 국토해양부, 2011,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 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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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면담조사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한 수요, 해양과기원, 해양조사

원, 수산과학원이 국가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특정임무 수요로 

구분할 수 있으며, MTRM과 전문가 면담조사 및 미래 연구전망 수요는 

연구분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정작업을 거쳤음

<표 3-3> 우리나라 연구선단별 연간 총 운항수요일수 예측

선급 Global급 Ocean급 Regional급

MTRM 수요일수 391 322 377

전문가 면담/미래 연구전망 
반영 수요일수

522 410 240

특정임무 
수요

해양과기원 30 100

해양조사원 600

수산과학원 600

보정 총 수요일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917
651 713 642 719

다. Global급

 1)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2014∼2020년) : 연간 운항수요 391일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응’ 분야 3개 과제에서 251일, ‘해양자원 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분야 3개 과제에서 140일 등 총 391일의 수요 예상 

<표 3-4> Global급 연구선 활용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

분야 중    점    과    제 연간운항일수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 모델링 기술 80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95

28. 극지해양이 한반도 기후에 비치는 영향 규명 76

소계 251

해양자원 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32.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60

33.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60

34.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20

소계 140

계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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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 면담 및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전망 결과 : 연간 운항수요 522일

    ○ 해저열수광상(통가, 피지, 인도양) 및 망간각 탐사․개발사업 수행(2014∼

2030년) : 총 운항수요 1,910일(연평균 112일)

<그림 3-3>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사업 수행 총 운항수요

      - 해저열수광상(통가, 피지, 인도양) : 연간 운항일수 약 109일

       ․해저열수광상 광구지역의 개발지역은 1차, 2차 지역으로 구분

       ․각 개발지역에서의 시추는 3차에 걸쳐 각각 50, 80, 80일의 작업일수 및 

이동일수 약 40일 예상

       ․1차 개발지역에서의 1차 시추까지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후의 시추사업은 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함

       ․2차 개발지역 선정 이후의 일정에 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움

      - 망간각 : 운항일수 60일(2015년 예정)

       ․망간각 분포 해저산 사면 시추를 통한 망간각 두께 분포 파악 및 유망

광구 판별

       ․1m 이내(주로 수십 cm) 규모의 소규모 시추(소형 착저식 시추 활용 가능)

    ○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험생산(2020∼2025년) : 총 운항수요 100∼120일

(연간 50∼60일 / 2,3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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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 우리나라 해양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 등 연구 수행

      -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포세이돈 프로그램)

<그림 3-4> 북서태평양에서 관측한 해양- 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 지구 미래예측 연구프로그램(가이아 프로그램)

<그림 3-5> 양 감시 프로그램과 국제관측 프로그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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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인도양 해양순환 연구(TIPEX 프로그램)

<그림 3-6> 서태평양-동인도양 국제 연구프로그램 현황

    ○ 미래 유용 해양생물자원 확보

      - 공해상 또는 해외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생태계 조사 및 유용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양탐사

      - 기후변화에 따른 심해생물영향평가기술 개발

      - 극한환경 유용 생물자원 확보기술 개발

      - 어류의 생물종 확보를 위한 양연구

      -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통한 해양생명공학기술 연구

      - 양탐사에 의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원료 발굴․개발

<그림 3-7> 해양생물로부터 얻어진 물질과 정보를 활용한 해양생명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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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에서의 해군력 강화

      - 한민국 해군의 원해 해양환경에 한 정보의 효율적 획득 및 이용과 

양에서의 전략적 해양방위에 필요한 해양환경 정밀탐사

      - 해로안보(海路安保)를 위한 해양환경정보 획득조사 및 이용

       ․부산-쿠웨이트 항로(석유 수송로) : 6,350해리 

       ․부산-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항로(식량 수송로) : 4,918(5,229)해리

       ․호주 시드니 항로 : 4,630해리

<그림 3-8> 중국 해군의 전략범위 목표

    ○ 심해저 및 동중국해 등에서의 한․중 공동연구

      -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2013. 6. 27일 북경 인민 회당에서 한․중 

해양과학기술분야 MOU 개정 서명식을 갖고 양국 간 해양과학분야와 관

련된 협력을 확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협력분야) 국제해저기구의 광업규칙에 따른 환경연구 및 심해저 자원 탐

사, 동중국해 해양변동(기후변화, 해양순환 등)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 146

    ○ 인도양 탐사(국제공동조사)

      - IO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인도양(아프리카 동부 포함) 국제공동조

사에 참여

    ○ 동조화된 심해-원양 플럭스 연구

      - 글로벌 요소 물질 수지에 한 이해를 위한 해저의 화학적 연구 및 동 연

구와 원양 수주(水柱)와의 상호 작용 연구

    ○ 해양의 화학적 특성에 한 글로벌 조사 연구

      - 기후학적으로 관련 있는 미량의 가스와 다른 물질들에 한 글로벌 해양 

조사

    ○ 학연 공동연구

      - 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 참여

<표 3-5> Global급 연구선 수요조사 결과(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 반영)

Global급 연구선 활용 연구분야 연간운항일수

• 대양저 해양광물자원 개발 112

•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90

• 미래 유용 해양생물자원 확보 60

• 대양에서의 해군력 강화 60

• 심해저 및 동중국해에서의 한․중공동연구 50

• 인도양 탐사(국제공동조사) 50

• 동조화된 심해-원양 플럭스 연구 30

• 해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글로벌 조사 연구 30

• 학연 공동연구 40

계 522

 3) 수요 운항일수 보정

    ○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요와 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

한 수요가 중복되는 분야는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

구, 해양생물자원 확보이며, 중복 분야를 보정하여 도출한 총 수요일수는 

최소 651일에서 최  713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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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Global급 연구선 총 수요 운항일수

Global급 연구선 활용 연구분야 연간운항일수

• 대양저 해양광물자원 개발(중복) 60∼112

•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중복) 80∼90

• 미래 유용 해양생물자원 확보(중복) 60

• 대양에서의 해군력 강화 60

• 심해저 및 동중국해에서의 한․중공동연구 50

• 인도양 탐사(국제공동조사) 50

• 동조화된 심해-원양 플럭스 연구 30

• 해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글로벌 조사 연구 30

• 학연 공동연구 40

•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MTRM) 95

• 극지해양이 한반도 기후에 비치는 영향 규명(MTRM) 76

•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MTRM) 20

계 651∼713

라. Ocean급

 1)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2014∼2020년) : 연간 운항수요 322일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응’ 분야 2개 과제 97일, ‘해양영토 주권강화’ 

분야 1개 과제 45일, ‘해양자원 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분야 3개 과

제 140일, ‘청정한 바다조성’ 분야 2개 과제 20일,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분야 1개 과제 20일 등 총 322일의 수요 발생

<표 3-7> Ocean급 연구선 활용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

분야 중    점    과    제 연간운항일수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 모델링 기술 54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43

해양영토 주권강화 31.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45

해양자원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32.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60

33.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60

34.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20

청정한 바다조성
37.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10

38. 해양 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10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40.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20

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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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 면담 및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전망 결과 : 연간 운항수요 410일

    ○ 수심 3,000m이내 해양방어체계 및 잠 작전 협력 연구

      - 프랑스, 미국과 같이 해양전문연구기관과 해군과의 협력연구프로그램 수

행(특화된 조사관측장비 탑재 및 기능 구현)

    ○ 수심 3,000m이내 관할해역 및 주변해역 해저지진 및 지구조 운동 관측 및 

해석 연구

      - 해저지층 내 활성단층의 분포 및 빈발 정도 등에 한 국가정보자료 획득, 

관리

    ○ 국가 관할해역, 쿠로시오 및 warm pool 해역 기 CO2관측 및 해양산성화 

장기변동 관측 연구

      - 기존 연구사업에서 획득한 자료를 토 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역에 제1, 제2 관측선(Korea OA observation line) 또는 관측영역(블록)

을 설정, 자료획득 및 분석 연구

    ○ 관할해역 미고화 해저퇴적층 시추프로그램 운용 및 빅데이터 구축 연구

      - Ocean drilling project를 down-sizing하여 미고화 퇴적층을 상으로 격

자형 시추자료 획득을 통해 퇴적환경특성 및 기후환경변화에 한 층서

학적 빅데이터 획득 및 분석, 연구자료 생산

    ○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연구

    ○ 동해 해양환경 변화 감시 관측시스템 운영

<표 3-8> Ocean급 연구선 수요조사 결과(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 반영)

활용연구 분야 연간운항일수

• 해양방어체계 및 대잠 협력 연구 120

• 해저지진 관측 및 지구조 운동 연구 30

• 해양산성화 장기 변동 관측 연구 120

• 미고화 퇴적층 시추프로그램 운용 90

•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30

• 동해 해양환경 변화 감시 관측시스템 운영 20

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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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요 운항일수 보정

    ○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요와 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

한 수요가 중복되는 분야는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연구 분야가 유일하며, 

해양과기원의 기관고유임무 수행 30일을 포함하고 중복 분야를 보정하여 

도출한 총 수요일수는 최소 612일에서 최  689일로 예측됨

<표 3-9> Ocean급 연구선 총 수요 운항일수

Global급 연구선 활용 연구분야 연간운항일수

• 해양방어체계 및 대잠 협력 연구 120

• 해저지진 관측 및 지구조 운동 연구 30

• 해양산성화 장기 변동 관측 연구(중복) 43∼120

• 미고화 퇴적층 시추프로그램 운용 90

•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30

• 동해 해양환경 변화 감시 관측시스템 운영 20

•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 모델링 기술 54

•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45

•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60

•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60

•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20

•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10

• 해양 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10

•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20

• 해양과기원 기관고유임무 수행 30

계 642∼719

마. Regional급

 1)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2014∼2020년) : 연간 운항수요 377일

    ○ ‘연안재해 관측․예보’ 분야 3개 과제 126일,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응’ 분야 3개 과제 91일, ‘해양영토 주권 강화’ 분야 3개 과제 104일, ‘청

정한 바다조성’ 분야 2개 과제 38일,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분야 1개 과

제 18일 등 총 377일의 수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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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Regional급 연구선 활용 2020 MTRM 수요조사 결과

분야 중    점    과    제 연간 운항일수

연안재해
관측․예보

22. 연안재해관리기술 33

23. 운영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33

24. 침식해안관리기술 60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 모델링 기술 37

26.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29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25

해양영토 주권 강화

29.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36

30.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40

31.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28

청정한 바다조성
37.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18

38. 해양 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20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40.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18

계 377

 2) 전문가 면담 및 분야별 미래 해양학 연구 전망 결과 : 연간 운항수요 240일

    ○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국제공동연구)

      - 황해 저층냉수괴의 장기적 기후변화 특성과 고유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반응연구

      - 참여분야 : 물리, 이화학, 부유생물(미소생물, 중형생물, 형생물), 수중음향, 

저서생물, 고해양지질

    ○ 륙붕횡단이동 연구

      - 해저 륙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륙붕단전선(shelf-break front)에서 연안 

환경에 한 인간의 영향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한 규명을 위

해 륙붕횡단이동(Cross-shelf transportation)의 해양물리학 현상 이해

    ○ 해양 상층부 프로세스 연구

      - 해양 상층부 프로세스의 주요 에너지원인 기화와 냉각을 통한 바람의 응

력과 부력 손실에 의한 기의 강제력(atmospheric forcing) 등 해양물리

학적 유동현상 파악

    ○ 중규모 소용돌이 연구

      - 수치순환모델을 이용한 규모 해양순환과 특성 분포에 한 중규모의 영

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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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용돌이 플럭스의 강도를 확립하고 플럭스와 보다 큰 규모의 순환과의 

특성 분배 관계 검증

    ○ 기와 해양 간 상호작용, 기 화학 및 광화학 연구

      - 해양에서 유무기 화학적 반응과 프로세스에 한 광화학 연구, 물질에 

한 미생물의 생물학적 사용 가능성 연구, 햇빛이 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 해양 주변부와 내부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

      - 연안 프로세스, 강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부터 해양 주변부, 연안지 에서의 

육지와 해양간 상호작용 등 연구

<표 3-11> Regional급 연구선 수요조사 결과(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 반영)

활용연구 분야 연간운항일수

•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50

• 대륙붕횡단이동 연구 30

• 해양 상층부 프로세스 연구 30

• 중규모 소용돌이 연구 30

• 대기와 해양 간 상호작용, 대기 화학 및 광화학 연구 50

• 해양 주변부와 내부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 50

계 240

 3) 해양과기원, 해양조사원 및 수산과학원 특정임무 수행 : 연간 운항일수 1,300일

    ○ 해양과기원 : 기관 주요사업 수행 연간 운항일수 약 100일

    ○ 해양조사원 :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등 해양 측량을 위한 연간 운항일수 약 

600일

    ○ 수산과학원 : 수산 자원 조사, 어장환경 조사 등 연간 운항일수 약 600일

 4) 수요 운항일수 보정

    ○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요와 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

한 수요가 중복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총 수요일수는 

1,917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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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연구선 운항가능일수 전망

가. Global급

    ○ UNOLS의 Global급 연구선 연간 최적운항일수 300일을 적용할 경우, 현재 

아라온호가 유일하게 운항함에 따라 연간 운항가능일수는 300일이며, 이 

중에서 아라온호의 주기능인 남극기지 보급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200일을 

제외하면 연구․조사를 위해 운항가능한 일수는 100일 내외임

      - 아라온호 연구항해일수 : ’11년 : 98일, ’12년 : 83일, ‘13년 : 84일

    ○ 현재 건조 중인 5,900톤급 형과학종합연구선이 2015년 12월 완공되고 

2016년 시험항해를 거쳐 2017년 본격 취항하게 되면 우리나라 Global급 

연구선의 연간 운항가능일수는 400일로 증가하게 됨

<그림 3-9> 우리나라 Global급 연구선의 운항일수 수급 전망

나. Ocean급

    ○ UNOLS의 Ocean급 연구선 연간 최적운항일수 275일을 적용할 경우, 현재 

2척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므로 연간 운항가능일수는 550일임

    ○ 해양200호가 2020년, 온누리호가 2016년 리모델링을 전제로 2025년 퇴역하

게 될 경우, 2021년 이후 Ocean급 연구선의 운항가능일수는 급격한 감소

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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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급인 형과학종합연구선이 Ocean급 연구선의 운항해역을 어느 정

도 체해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신규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기

간이 10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Ocean급 연구선의 체선 건조계획이 조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0> 우리나라 Ocean급 연구선의 운항일수 수급 전망

다. Regional급

    ○ UNOLS의 Regional급 연구선 연간 최적운항일수 200일을 적용할 경우, 현

재 6척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므로 연간 운항가능일수는 1,200일임

    ○ 수산과학원에서 건조 중인 8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이 2016년 취항할 예정

이지만 곧 이어 탐구3호, 이어도호, 탐구8호가 2020년을 전후하여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 에 남북통일을 가정하면 Regional급 선박의 운

항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Ocean급과 마찬가지로 체선 

건조계획 수립이 시급함

       ※ 2012년 현 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남북관계 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

일 시기는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북한의 관할해

역이 남한의 36%임을 감안할 때 Regional급 선박의 운항수요일수도 

36% 증가한 약 2,600일로 예측할 수 있음58)

58)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2012. 2. 15, “남북 관계 국민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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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우리나라 Regional급 연구선의 운항일수 수급 전망

4. 중장기 국가 해양연구선단 개선 계획

가. 연구선단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 연구선 건조에는 막 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요구에 한 적정한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함

  - 해양과학기술계의 현재와 미래 연구선 수요에 한 분석

  - 미래 연구선의 기능 및 역할

  - 연구선 건조 재원의 확보 가능성

  - 해양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구선 역할

  - 지금까지의 연구선 활용성과에 한 평가

○ 현재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계 특히 학계에서의 해양연구선 사용에 한 

수요는 활용 가능한 연구선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몇 차례 실시된 연구선 활용에 한 수요조

사의 응답률에서도 여실히 나타남. 해양연구선단 구축을 통하여 연구 수요

자 누구에게나 연구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구선 활용사

업에 한 연구기획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면서 연구선 사용에 한 수요

도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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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연구선 건조 사례를 보면, 특수목적선보다는 다목적연구선의 건

조가 활발하며, 이는 조선 기술의 발달도 특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연구선은 수요자 누구나 사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open vessel”로서 연구자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유럽연합 OFEG의 Barter에 의한 국가간 공동활용 사

례처럼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각 국가의 재정 악화로 인

한 예산 부족으로 연구선 건조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다목적연

구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외국에서 건조하였거나 건조 중인 

다목적연구선의 사례는 다음의 <표 3-12> 및 <그림 3-11>과 같음

  ※ 쌍둥이 선박은 설계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최근 건조 사례 증가 추세

<표 3-12> 외국의 다목적연구선 건조 사례

선급 선명
소유/운영

주체
총건조
비용

건조
년도

총톤수
전장
(m)

순항속도
(knots)

1항차
운항일수

승선
인원

특징

Regio-
nal

Ramon Margalef Spanish 
Institute of 

Oceanography
(스페인)

€18M 2011

988 46 12 10
승:12
연:11

․Twin Vessels : 
건조비용 및 유
지보수비용 절감
․연간 운항가능

일수 330일
Angeles Alvariño €18M 2012

BelgicaⅡ

Royal Belgian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벨기에)

>€50M
2015
이후

4,575 65 11 30
승:15
연:24

AUV, ROV 지원, 
coring, minimal 
ice class

Ocean

Neil Armstrong
(AGOR 27)

US Navy
/WHOI(미국)

$88.7M 2014
3,043 72.5 12 40

승:20
연:24

Twin Vessels : 건
조비용 및 유지보
수비용 절감TBD

(AGOR 28)
US Navy/
SIO(미국)

$88.7M 2015

스페인 벨기에 미국

<그림 3-12> 외국의 다목적연구선 건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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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다목적연구선의 설계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

해가고 있음

  - 유무인 잠수관측기 탑재 및 지원 : HOVs, ROVs, AUVs, Gliders

  - 해저수중실험실 지원, Cabling

  - 국가간/기관간 설계사양 공유로 개념설계 비용 및 탑재장비 비용 절감

  - 설계의 융통성 발휘, 진화를 위한 동일 조선소 지양

  - 기장비의 상호운용성 등

  - Designing green and silent RVs : 수중소음 감소, 에너지효율 증진 및 오

염 감소, 운항의 안락성 및 안정성 증진, 중량은 감소 강도는 제고

○ 다목적연구선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연구선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양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

하여 그 기능을 변화시킬 것임

  - 미래의 연구선은 기동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획득한 정보를 축적, 제공하는 

넥서스 역할 수행

  - 미래 연구선의 탐사․조사 활동은 표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환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거 시설 및 장비 사업 투자 계획을 

보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 및 위성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

질 전망이며, 현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과 4세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3-13> 우리나라 주요 거  시설․장비 사업 투자 계획(교과부 추정치)59)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100 4,100 7,900 ‘14∼’17(4년간) : 39,700

한국형 발사체 개발 315 1,235 1,500 1,800 2,100 ‘16∼’21(6년간) : 8,345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200 1,500 1,500 800 - -

합계 615 6,835 10,900 ‘14∼’21(8년간) : 51,745

59) 교과부, 201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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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이 2013년, 수산자원조사선 건

조사업이 2014년, 형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이 2015년에 종료되며, 심해 유·

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사업이 2013년도 시작하여 2020

년  초반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등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의 전반적인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4>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현황60)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까지 ‘10 ‘11 ‘12 ‘13 '14 이후 
잔여사업비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152,480 16,000 15,000 13,920 22,910 206,530

 ․극지인프라 구축 2,000 4,500 4,500 6,000 16,800

 ․해양장비 기술개발 14,000 10.500 9,420 12,660 144,780

 ․해양연구인프라구축 4,250 44,950

    ○ 2009∼2012년 동안의 해양2000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바다로1호, 탐구20

호, 탐구3호 등 우리나라 연구선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

으며, 이는 2008∼2012년 정부 R&D 투자 연평균증가율 9.7%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선 건조 및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예상됨

※ 미래 해양연구선의 유용성 논란 : 미국 해양학계의 지각 변동61)

 ○ 연구선 감축

   - 연구선의 소형화, 운영비용 증가, 정체된 예산 ⇒ 연구선단 축소

    • NSF : 대형 연구선 이용 연구 승인율 대폭 억제   

    • 해양학자 : 대형 연구선 이용 연구계획 수립 지양

      ☞ 연구선 수요와 재원 감소 → 연구선 노후 및 감소

    • 지난 10년간 일 운영비용의 급격한 상승 : 대형연구선 일 운영비 2배 상승, 소형연구선 

50% 상승

   - 미국 UNLOS 연구선단의 심각한 위기 봉착

    • 2001년 UNOLS는 2010년대에 16척 규모의 연구선단 구성을 목표로 10척의 신규 연구

선 건조를 요구했으나 현재 3척만이 건조, 3척은 건조 중, 나머지는 설계 중이지만 재원

조달 중단

    • 2009년 UNOLS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연구선은 과학자들의 연구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60) 국토해양부, 2013, “2013년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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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해양연구선의 유용성 논란 : 미국 해양학계의 지각 변동(계속)
  ○ 기술의 혁명적 진화

   - 최초의 민간 해양관측위성 SEASAT(1978년 발사)이 3개월간 획득한 표층수온, 풍속, 빙하

상태 자료는 이전 백년동안 모든 연구선이 획득한 자료와 맞먹으며, 현재는 표층뿐만 아

니라 수심 깊은 곳에서도 많은 자료를 획득

   - 3,500개의 부이 장치를 이용하는 global Argo 프로그램의 우수성

    • 전 세계 해역을 수심 2,000m까지 자세하게 조사, 1대당 가격이 10,000불(한화 약 1,100

만원)에 불과한 부이장치(Argo)는 10여 일 간 잠수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각 깊이마다 수

온, 압력, 염분을 연속적으로 측정해 위성으로 전송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000개의 수심 프로파일 자료를 수집

    • 과거 수십 년 동안 연구선이 측정한 전 세계 바다의 수심별 프로파일 수는 15,000개에 불과

    • Argo 자료를 분석하여 출판된 논문 1,100개 이상

   -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 그린란드에서 칠레 남부에 걸쳐 6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804개의 물리, 화학, 생물 

센서를 설치

    •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OOI의 설치 및 운영에 약 7억 7천만불(한화 

약 8,000억원) 소요

    • OOI는 그동안 연구조사선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일시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해양현상

을 실험실에서 관찰 가능케 함

 ○ 무인수중관측기(무인잠수정, 글라이더 등) 모니터링의 탁월성

   - 미국 해양학계는 무인잠수정과 같은 신기술이 연구선 운용을 대체하면서 연구비 예산규모 감소

   - 이와 동시에 해양학자들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위성-글라이더-해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센서네트워크 구성

    • 해양학이 작은 과학에서 큰 과학(big oceanography)으로 변화

    • 어족자원 남획, 해양 온난화 및 산성화와 같이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전 지구적 해양문

제 대응 가능

   - 무인관측기는 날씨에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그 동안 겨울철 해양조사 자

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자료를 공급

 ○ 선택의 시기 도래

   - 대형조사선 vs. 소형조사선, 유인연구선 vs. 무인잠수정, OOI와 같은 고정센서 네트워크 

vs. 무인잠수정

    ※ University of Rhode Island의 경우 무인관측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우선순위

   -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해저관측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도 있으며, 미국과학재단은 OOI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해양분야 예산의 16%를 투자

 ○ 국제 공동인프라

   -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 Project 

    • 7개국 참여, 2004∼2040년 간 총 112.3 억 유로 투입

   - SKA(Square Kilometre Array) Project

    • 11개국 참여, 2016∼2024년 간 총 15억 유로 투입 

 ※ 미국 : 해양분야 연구인프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다룬 보고서 내년 발

간 목표로 작성 중(향후 유인연구선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 검토)

  

61) SCIENCE News Focus(2013. 3. 8), “A Sea Change for U.S. Oceanography” 내용 중심으로 편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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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발간한 “해양과학기술 정체성 수립62)” 자료에 따르면  

연구선을 활용하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50

∼80%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선 등 인프라 구축에 한 계획 또는 전략은 찾아볼 수 없음.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양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과학기술의 수월성

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선 등 형 해양과학기술인프라에 

한 국가적 지원 및 철저한 계획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함

○ 199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연구선인 온누리호와 이어도호가 취항

한 이후 여러 척의 연구선과 조사선들이 건조 운항되고 있으나, 그 동안 

이러한 선박들을 활용하여 거둔 과학적 성과를 비롯한 직간접적 성과에 

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체 또는 신규 연구선 건조 로드맵 

수립에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부재는 아쉬운 점임

나. 중장기 국가연구선단 개선 시나리오

○ 일반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시나리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현격한 입장 차 때문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2가지 시

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의 운항일수 추세와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체 및 신규 선박 건조 계획으로서 이는 건조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측에서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음

○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면담 결

과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하여 도출한 복합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선단 개선 계획으로 이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음

 (시나리오 A : 최근 운항수요 추세와 국가 계획(MTRM) 수요 기반)

 1) Global급

○ Global급 연구선은 Ocean급 연구선의 활동영역 및 극지 해역을 포함하여 

62) 해양수산부, 2013, “해양과학기술 정체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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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 양을 탐사할 수 있으며, 해양물리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해양화학 등 전 해양과학 기초분야를 연구하는데 활용됨

○ 동급의 연구선은 최근 연간 100일 정도의 운항일수를 보이고 있으며, 

MTRM에 근거한 수요는 약 390일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아라온호의 연

간 연구항해가능일수 100일과 건조 중인 형과학종합연구선이 취항하게 

되면 확보되는 300일 등 연간 총 운항가능일수는 400일로 전망됨

○ 그러나 2030년까지 드릴링연구선의 연간 운항수요일수 112일(총 1,910일)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드릴링연구선 기능뿐만 아니라 

잠수정지원모선 기능 등 특정 기능과 다목적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선박

으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목적드릴링연구선이 취항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항가능일수는 300일은 

온누리호 퇴역 후 체 기능 수행

※ 드릴링연구선 건조 타당성 검토(2021년 취항 목표) : 임차 vs. 건조

 ○ 해저열수광상(통가, 피지, 인도양) 및 망간각 탐사․개발사업 수행 임차 비용

   - 총 운항 수요일수(2014∼2030년) 1,910일 × 일 사용료 77.1백만원* = 147,261백만원

    • 2014∼2020년(920일) ⅹ 일 사용료 77.1백만원* = 70,932백만원

    • 2021∼2030년(990일) ⅹ 일 사용료 77.1백만원* = 76,329백만원

    * 통가 탐사(2009∼2012년) 평균 임차료 적용

 ○ 6,000톤급 드릴링연구선 

   - 건조비용 : 약 4,000억원(동급 선박 하쿠레이(6,283톤) 건조 비용 : 275억엔)

   - 연간 운영비용(300일 운항 가정) : 149.7억원

 ○ 경제수명 25년 가정 시 BC Ratio 값 : 1.212  / Ratio값이 1이 되는 연차 : 17년

 2) Ocean급

○ Ocean급 연구선은 실질적으로 극지 해역을 제외한 부분의 원양 해역까

지 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의 동급 연구선 연간 운항수요일수

와 MTRM에 근거한 연간 운항수요일수 약 350일63) 기준으로 UNOLS의 

Ocean급 최적운항일수 275일을 적용하면 연간 1.27척의 연구선이 필요함

○ 해양2000호의 체선은 운항 역량이 우수한 3,000톤급 다목적연구선으로 건

조하고, 온누리호 체선은 다목적드릴링연구선이 체 기능 수행

63) Ocean급 해양2000호의 연간 200일의 수요일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의 운항 수요이므로 Ocean급 

수요에서 Regional급 수요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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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gional급

○ 최근의 동급 연구선 연간 운항수요일수와 MTRM에 근거한 연간 운항수요

일수 1,720∼1,780일 기준으로 UNOLS의 최적운항일수 200일을 적용하면 

연간 8.6∼8.9척의 Regional급 선박이 필요함

○ 2020년을 전후하여 Regional급 선박 3척과 Ocean급인 해양2000호가 퇴역 

예정이므로 4척에 한 체선 건조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4

척 중 수산과학원 소속 2척, 해양조사원과 해양과기원 소속 각각 1척으로 

해양과기원의 다목적연구선 이어도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 기관의 기관 

고유 임무 수행에 투입되는 선박으로 4척의 체선 건조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제한적인 정부 예산 지원을 감안할 때 4척에 한 동시다발적인 

건조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서 언급한 스페인의 쌍둥이선

(Twin Vessels : Ramon Margalef와 Angeles Alvarino)의 사례와 같이 

Regional급 선박이지만 연간 300일 이상 운항 가능한 고성능 선박의 건조 

추진

○ 2020년  중반이후 남북통일을 가정하면 증가되는 약 630일(남한 관할해역

의 36% 비례 운항일수)의 운항수요일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15척의 

추가 선박이 필요하게 되고, 2020년 중후반에 퇴역하게 되는 바다로1호의 

체선 건조을 포함하여 최소 4척 이상의 선박 건조 수요가 발생하므로 2

척의 700톤급 고성능 쌍둥이 다목적연구선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4) 로드맵

○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6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로

드맵은 <표 3-14>와 같음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6,000톤급 다목적드릴링연구선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000톤급 다목적연구선

  - 2018년 완공을 목표로 500톤급 쌍둥이 수산자원조사선 겸 다목적연구선 1호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5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 2024년 완공을 목표로 700톤급 쌍둥이 수로측량 및 관측 겸 다목적연구선 1호

  - 2026년 완공을 목표로 7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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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B : 국가 계획(MTRM), 전문가 면담 및 미래 연구전망 반영 수요 기반)

 1) Global급

○ 연간 650∼710일 정도의 운항수요일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3척의 선

박이 필요함. 아라온호의 연간 연구항해가능일수 100일과 건조 중인 형

과학종합연구선이 취항하게 되면 확보되는 300일 등 연간 총 400일 운항 

가능함에 따라 추가 선박 건조가 요구됨

○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드릴링연구선의 연간 운항수요일수 112일(총 

1,910일)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목적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드릴

링연구선 건조 추진 필요

 2) Ocean급

○ Ocean급 연구선도 Global급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640∼720일 정도의 운

항수요일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5척의 선박이 필요함

○ 해양2000호와 온누리호의 체선은 운항 역량이 우수한 각각 3,000톤급과 

2,000톤급의 다목적연구선으로 건조 추진

 3) Regional급

○ 연간 운항수요일수 약 2,000일 기준으로 연간 10척의 Regional급 선박이 필

요하며, 통일 이후 추가적인 약 720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3척의 선박이 운항되어야 함

○ 퇴역하는 선박의 체선 건조뿐만 아니라 신규선 건조가 요구되며, 2020년 

중반 이후 동급 선박 공급 70%인 9척 유지를 목표로 로드맵 제시

○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건조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쌍둥이 다

목적연구선(Twin Vessels)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4) 로드맵

○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9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로

드맵은 <표 3-15>와 같음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6,000톤급 다목적드릴링연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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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000톤급 다목적연구선

  -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000톤급 다목적연구선

  - 2018년 완공을 목표로 500톤급 쌍둥이 수산자원조사선 겸 다목적연구선 1호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5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 2023년 완공을 목표로 700톤급 쌍둥이 수로측량 및 관측 겸 다목적연구선 1호

  - 2024년 완공을 목표로 7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00톤급 다목적연구선

  - 2027년 완공을 목표로 300톤급 다목적연구선

※ 잠수정지원모선 

 ○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 검토 

   - 1단계 사업 확정 추진 중(280억, 2013∼2015년)

 ○ 7,000m급 심해 유인잠수정을 개발한다면 전 세계 99% 이상의 해역에 대한 과학연구와 자

원조사 활동 가능

 ○ 심해 유인잠수정은 해양과학기술력의 상징이자 척도

 ○ 6,000m급 심해 유인잠수정 보유국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 주요국 심해 선점 경쟁 치열

   - 중국이 심해 패권경쟁에 본격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심해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 최근 러시아는 북극해 자원개발 및 심해탐사를 위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 심해저과학조사, 자원탐사, 해저영토관리 등 해저를 실효적으로 관리․개발하는 수단으로 

유인잠수정 활용

<대표적 잠수정지원모선>

선명 소유/운영주체 지원 잠수정 총톤수 건조년도 기능

Roger Revelle US Navy/SIO Jason II 3,180 1996
생물학/지구물리학/지질
학/해양학조사

Atlantis US Navy/WHOI Alvin 외 3,200 1997 다목적 해양조사

요코스카 JAMSTEC
신카이 6500/

우리시마
4,439 1990

해저지형조사/지층탐사/
지구물리탐사/해저퇴적물
채취/해저하심부구조 탐
사/지진계, 계류계 등의 
설치 회수

카이레이 JAMSTEC
카이코7000Ⅱ/

우리시마
4,51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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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연구선단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

가. 연구선단 연계 인프라 분류

○ 해양연구 인프라는 해양 기초 및 응용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반을 제공

함. 이러한 연구 활동은 플랫폼, 센서 및 시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샘플링 장비의 배치, 시료 및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과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해양연구 활동은 자본 투자 측면에서 인프라, 경제적 이익 창출 측

면에서는 정보 및 지식, 사회적 목적 달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3-12>와 같음

<그림 3-13> 해양연구 활동, 인프라, 사회적 목적 달성의 개념 연계도64)

6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1,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 i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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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단과 연계된 인프라는 다음의 <표 3-16>과 같이 크게 모항(Home Port), 

이동플랫폼(MOBILE PLATFORMS), 고정플랫폼/시스템(FIXED PLATFORMS 

AND SYSTEMS), 통신(DATA TELEMETRY AND COMMUNICATIONS), 현

장센서(IN SITU SENSORS), 샘플러, 원격조정설비(REMOTE SENSING), 모델

링/컴퓨터설비(MODELING AND COMPUTATIONAL INFRASTRUCTURE), 

데이터관리시스템(DATA MANAGEMENT SYSTEM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7> 연구선단 연계 인프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OME PORT

MOBILE 
PLATFORMS

Icebreaker

Research aircraft

Scientific Ocean Drilling Platforms Riser Drilling System

Submersible Platforms

- Human Occupied 
  Vehicles(HOVs)
- Remotely Operated 
  Vehicles(ROVs)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AUVs)
- Towed Systems(Platforms)

Autonomous and Lagrangian
Systems

- Drifters      - Floats
- Underwater Gliders

FIXED 
PLATFORMS AND 

SYSTEMS

Ocean Moorings

Seafloor Cables

Borehole Observatories

 DATA TELEMETRY AND COMMUNICATIONS

IN SITU SENSORS

Physical Sensors

Chemical Sensors

Biological Sensors

Geophysical Sensors

SAMPLERS

Chemical Samplers

Biological Samplers

Geological Samplers

REMOTE SENSING

Satellite

Airborne piloted and autonomous 
platforms (e.g., planes, balloons, UAVs)

High-frequency(HF) radar

 MODELING AND COMPUTATIONAL INFRASTRUCTURE

 DATA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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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프라 구축 방안

○ ALPS(AUVs, Gliders, Floats, Drifters 등)

  - 속도, 파워, 적재용량, 센서 안정성 제고 기술 개발

  - 조정장치를 탑재한 선박으로부터 보조적인 지원 필요

  - 선박과 함께 사용될 때, 다면적이며 종합적인 해양특성연구 가능케 할 것임

  - 산학연군협동 ALPS개발사업단 구성 추진

○ 연구용 유무인항공기

  - 유인항공기, 원격조정 또는 무인항공기 개발 운영

  -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해양연구용 항공기 개발 추진

 ※ 미국 National Oceanographic Aircraft Facility(NOAF) : UNOLS가 1996년 

지정한 최초의 학제간원격항공기연구센터(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motely Piloted Aircraft Studies, CIRPAS)로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 

있는 해군 Postgraduate School에서 운영하며, 유무인항공기도 운영

 ※ 유럽연합 소속 국가도 해양- 기상호작용규명연구 등 해수면 관측을 위해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장착한 항공기 운영 

○ 해양관측소, 인공위성 등

  - K-OOI 사업 연계 종합 검토

  - 기본장비 : 해저케이블, 부이, 인공위성, 수중글라이더, 수중무선통신시스템

  - 주요센서 : 음향센서, 지진센서, 수온/염분계, ADCP(해류계), 조위계, CO2

센서, 영양염센서, 클로로필센서, 수중카메라 등

○ 모항

  - 현재 해양과기원 2개 지역(거제, 울진), 극지연구소 1개 지역(인천), 해양조

사원 3개 지역(부산, 동해, 장항), 수산과학원 5개 지역(부산, 강릉, 인천, 

여수, 통영) 등 총 11개 지역의 모항을 운영 중

  - 동남해권(부산 또는 장목), 서남해권(목포 또는 여수), 동해권(강릉 또는 동

해), 서해권(인천)으로 구역을 나누고,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여 재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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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해양인프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선 및 관련 인프라에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는 연구선단의 운항일정 등을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 및 정보들을 통

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연구선 운항관련 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과기원에서 운

영하고 있는 각종 해양관측데이터관리운영시스템의 통합 또는 연계 시스

템 구축에 한 검토 필요

  -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인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계하여 구축할 것인지에 한 검토도 필요 

<그림 3-14> 국가 해양연구선단 운항정보 통합운영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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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1. 분석 상 연구선 주요 사양

  ○ 중장기 연구선단 개선 로드맵에서 제시된 경제성 분석 상 체 및 신규 

연구선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음

  ○ 임차료는 유류비, 인건비, 부서운영비, 기타 관리 비용이 선박 및 소속에 따

라 각각 다른 관계로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를 기준으로 예상한 가격임

  ○ 연간 운항최적일수는 선급별로 UNOLS 기준 적용, 모든 선박에 해 300일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 실시

  ○ 현장해역에서 기상악화 등에도 안전하고, 장기간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연구선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장거리 이동 등을 고려한 안전 및 적정운항일수 확보와 연구항목 다변화에 

따른 연구장비, 승선인력 확  등을 적극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표 4-1> 경제성 분석 상 연구선의 주요 사양

선명 주기능
건조
년도

총톤수
전장
(m)

순항속도
(knots)

운항거리
(n.m)

승선
인원

임차료
/일

최적운항일수

UNOLS 가능일수

GC1 다목적드릴링연구선(신규) ‘19 6,000 100 15 15,000 70 60 300 300

GC2 잠수정 지원모선(신규) ‘23 4,000 80 15 10,000 50 45 300 300

OC1
다목적 해양조사
(온누리호 대체선)

'24 2,000 65 15 5,000 35 30 275 300

OC2
다목적 해양조사

(해양2000호 대체선)
'19 3,000 70 15 7,500 40 40 275 300

RC1
다목적 해양조사

(이어도/탐구3호 대체선)
'18 500 50 15 4,000 30 15 200 300

RC2
다목적 해양조사

(바다로1호 대체선)
'26 700 60 15 4,000 30 2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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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을 위한 비용 정리

가. 비용 분석을 위한 기본방향

   ○ 모든 비용의 기준단가는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

로 제안된 형 해양연구선의 규모, 기능 및 항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의 유사선박과 비교․검토하여 비용 추정

   ○ 또한 선박의 설계, 건조 그리고 관련 제반 사항인 선박운항에 필요한 접

안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연간 운영비 등 필요한 부분에 한 비용

을 검토하여 추정

나. 비용항목 정리

 1) 직접경비(공사비 및 사업비) 산출

   ○ 공사비는 선각공사, 화물장치, 의장공사, 갑판공사, 선실의장, 기관공사, 전

기공사, 진수공사비로 구분하고, 부 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험운항비, 연

구장비비로 구분하여 비용 산정을 하였으며, 공사비와 사업비 산출 금액

은 다음 <표 4-2>와 같음

<표 4-2> 공사비 및 사업비 산출 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GC1  GC2 OC1 OC2 RC1 RC2

공사비 176,933 36,760 26,836 34,977 19,889 23,697

부대비 113,663 25,959 18,952 24,701 12,599 16,733

공사비 계 290,596 62,719 45,788 59,678 32,488 40,430

간접노무비 3,061 721 526 686 358 446

경비 17,611 4,325 3,157 4,116 2,060 2,564

일반관리비 13,083 2,884 2,105 2,744 1,530 1,905

이윤 6,436 1,441 1,052 1,372 753 937

총원가 330,787 72,090 52,628 68,596 37,189 46,282

부가가치세 3,3078.7 7,209 5,263 6,859.6 3,718.9 4,628.2

총 건조 공사비 363,865.7 79,299 57,891 75,455.6 40,907.9 50,910.2

예비비(10%) 36,386.57 7,920 5,789 7,545 4,091 5,091.02

합계 400,252 87,230 63,682 83,000 45,000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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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비 및 기타비용 산출 근거

   ○ 비용 산정을 위한 운영비 및 기타비용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항목 세부항목
산출 방법 
제시 여부

비고

운영비

인건비

선장 O

운항일수, 인원, GDP 증가율 반영하

여 계산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호의 운영

자료를 기준)

항해사 O

갑판 O

기관 O

조기 O

조리 O

유류비
엔진 O 운항일수, HFO 사용, 탐사시의 유류 

소모량  반영하여 계산발전기 O

보험료

선박보험 O 온누리호와  이어도호의 보험을 담당

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활용

선원근재 보험 O

선주상호 보험 O

장비유지보수비 - O 기존의 연구선 사례를 적용하여 계산

기타비용 항만건설비 - O 선박 규모와 제원을 고려하여 추정

<표 4-3> 운영비 및 기타비용 산출 근거

 3) 인건비 산정 기준

   ○ 비용 산정을 위한 승조원수별 인건비 산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4> 인건비 산정기준65)

(단위 : 천원)

승조원 수 직접임금 퇴직금 보험료 계

15명 918,272 76,523 72,176 1,066,971 

18명 1,086,600 90,550 85,407 1,262,557 

22명 1,310,698 109,225 103,021 1,522,944 

25명 1,456,072 121,339 114,447 1,691,859 

65) 세부 산정 내역은 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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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간 운영비 종합

   ○ 선박별 연간 운영비는 UNOLS 최적운항일수 기준과 모든 선박을 300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4-5> UNOLS 최적운항일수 기준 선박별 연간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선명 GC1 GC2 OC1

구분 비용 비고 비용 비고 비용 비고 

인건비 1,700 승무원 25명 1,530 승무원 22명 1,530 승무원 22명

유류비 5,950 　 4,670 　 4,670 　

보험료 2,090 선가 4,000억 570 선가 870억 450 선가 640억

장비유지 
보수비

3,000 연구장비 850억 1,350 연구장비 180억 980 연구장비 130억

선박운항비 1,300 　 1,150 　 1,150 　

선박운영비 930 　 860 　 860 　

합계 14,970 　 10,130 　 9,640 　

선명 GC1 GC2 OC1

구분 비용 비고 비용 비고 비용 비고 

인건비 1,250 승무원 18명 1,040 승무원 15명 1,040 승무원 15명

유류비 6,150 　 520 　 1,520 　

보험료 570 선가 870억 340 선가 450억 400 선가 560억

장비유지 
보수비

1,250 연구장비 170억 750 연구장비 100억 980 연구장비 130억

선박운항비 790 　 470 　 470 　

선박운영비 730 　 410 　 410 　

합계 10,740 　 3,530 　 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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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GC1 GC2 OC1

구분 비용 비고 비용 비고 비용 비고 

인건비 1,250 승무원 18명 1,040 승무원 15명 1,040 승무원 15명

유류비 6,709 　 780 　 2,280 　

보험료 622 선가 870억 510 선가 450억 600 선가 560억

장비유지 
보수비

1,250 연구장비 170억 750 연구장비 100억 980 연구장비 130억

선박운항비 862 　 705 　 705 　

선박운영비 730 　 410 　 410 　

합계 11,423 　 4,195 　 6,015 　

<표 4-6> 연간 운항일수 300일 기준 선박별 연간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선명 GC1 GC2 OC1

구분 비용 비고 비용 비고 비용 비고 

인건비 1,700 승무원 25명 1,530 승무원 22명 1,530 승무원 22명

유류비 5,950 　 4,670 　 5,095 　

보험료 2,090 선가 4,000억 570 선가 870억 491 선가 640억

장비유지 
보수비

3,000 연구장비 850억 1,350 연구장비 180억 980 연구장비 130억

선박운항비 1,300 　 1,150 　 1,255 　

선박운영비 930 　 860 　 938 　

합계 14,970 　 10,130 　 10,288 　

3. 분석을 위한 편익 정리

가. 편익 분석을 위한 기본방향

   ○ 해양연구선 건조와 운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은 크게 운용을 통

한 사후적 이익을 도출한 직접적 편익과 운영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편익이 있음

     - 직접적 편익은 해양연구선 건조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분석과 이의 운용

을 통한 사후적 이익을 비교․분석하여 손익을 판단

    - 간접적 편익은 해양과기원이 보유한 기존 온누리호를 운영하였을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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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양연구선 별로 운영하였을 경우의 비교․분석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분석

   ○ 또한 각 해양연구선별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연구에 활용되는 

형 과학 설비로 고려될 수 있기에 건조에 따른 과학기술적 편익의 경우도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검토 가능

     - 해양연구분야의 기반연구 및 기초연구 분야에 해당되는 탐사 및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에 한 평가와 연구 수행에 의

해 산출되는 직․간접적 결과물들을 과학적 편익으로 분류하여 평가

     - 산출지표는 사업성과로 발생하는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 및 과학적 성과

의 확산 범위와 관련 논문,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과 과학기술적 지식․

기술의 활용․혁신 기회 확  정도와 밀접한 기술이전 및 기술료 등 사

업을 통해 만들어낸 산출물을 성과지표로 산정

     - 또한, 각 해양연구선별 건조사업의 혜택에 한 시각을 일반 국민으로 확

해 볼 때, 이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기초과학의 발

전에 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

과도 이 사업의 편익으로 포함됨

     ∙ 이것은 국민적 자부심을 제공하는 올림픽 금메달, 비록 방문할 가능성

은 없지만 유물들이 잘 보존 및 관리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

는 박물관 신축, 한국 천문학의 발전을 위한 형광학망원경 사업의 

사례와도 유사한 효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편익은 

비시장적 편익으로 간주

   ○ 자체 건조에 따른 산업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서, 조선산업을 

포함한 국민 경제적 관점에 미치는 산업파급효과를 분석

     -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3가지 경제적 파

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간의 유기적 관계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전

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되, 가장 최근인 2007년 5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

   ○ 편익/비용 변수의 현재가치로의 평가 방법(단, i =할인율, n=소요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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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경상가격  ……………………(1)

     - 미래의 가치는 현재가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전환

     -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

회적 할인율66) 적용 지침인 5.5% 수준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전환

     - 물가상승률은 3년 만기 국공채 평균 이자율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종합하여 3.0%를 적용하여 분석 

   ○ 각 해양연구선들은 생산활동을 위한 선박이 아닌 순수해양과학연구의 목

적을 가지는 선박들이므로, 연구선들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산출물을 생

산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하거나 선박의 상업적 임 활동은 없음

   ○ 구체적인 편익의 분석 자체는 상기 언급된 사항과 같이 복잡한 절차에 의

해 산정되어야 하기에 기 연구된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

구의 결과를 그 로 인용하고 각 선별로 연구과제의 편익 비율을 계산하

여 해당 선박의 편익을 산정하였음

경제적 편익

직접적 

경제적 편익

산출물의 시장 거

래로 인해 발생

되는 화폐적 편익

▪ 해저열수광상개발

▪ 심해저 망간단괴 

광물자원개발

▪ 해양생물자원확보

간접적 

경제적 편익

보유 또는 활동

의 부가적인 편

익

▪ 비용절감효과

▪ 고용창출효과

직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과학기술적 지식․
성과․기술 활용 
편익

▪ CVM을 활용한 

  성과 편익

▪국방력 강화 효과

▪연구성과확산효과 

  (논문, 특허 등)

간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과학기술 이해 고양,

국가위상기여도, 

교육․인력양성․연
구능력증진효과

▪연구성과 지표화

▪방송신문홍보효과

과학기술적 편익

산업연관

유발효과

국민 경제적 

산업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B/C(편익) 성과 분석 대상           파급효과 분석 대상      

<그림 4-1> 해양연구선 건조와 운용에 따른 편익의 분류 

66) 한국개발연구원, 2008,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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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5년간 편익 종합

<표 4-7> 연구선별 UNOLS 사용일수 기준 25년간 편익

(단위 : 억원)

선명　 GC1 GC2 OC1 OC2 RC1 RC2

경제적편익 12,700 8,467 3,881 5,821 706 988

기타편익 40,000 26,667 12,222 18,333 2,222 3,111 

합계 52,700 35,134 16,103 24,154 2,928 4,099 

<표 4-8> 연구선별 운항가능일수 300일 기준 25년간 편익

(단위 : 억원)

선명　 GC1 GC2 OC1 OC2 RC1 RC2

경제적편익 12,700 8,467 4,233 6,350 1,058 1,482

기타편익 40,000 26,667 13,333 20,000 3,333 4,667

합계 52,700 35,134 17,566 26,300 4,391 6,149 

4. 경제성 분석결과

  ○ 전체 7개 선단에 한 BC Ratio 분석 결과 25년을 경제수명으로 가정하여 

BC Ratio 1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면 500톤급 다목적선과 700톤급 다목적선

을 제외한 모든 선단이 17년 이내로 계산됨

 <표 4-9> 연구선별 경제성 분석결과

선명　 GC1 GC2 OC1 OC2 RC1 RC2

운항일수 300 300 275 300 275 300 200 300 200 300

BC Ratio 1.212 2.365 1.277 1.339 1,610 1.696 0.462 0.641 0.499 0.672

Ratio값이 1이 
되는 연차

17 4 13 12 8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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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성 분석

1. 기술의 진화

○ 해양연구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로봇기술 등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의 수혜자

이며, 첨단기술에 매우 의존

○ 새로운 소형 센서는 큰 스펙트럼을 가진 패러미터의 자율적 지속적인 관측

의 발전을 지원

○ 수괴와 해저의 무인통합해양 관측시스템의 개발

○ 향상된 로봇 기능은 점점 더 정교한 원격 해양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함

2. 새로운 수요 관련 연구선단의 기

○ 오늘날 연구선단은 역할 변화 요구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연구선은 여전히 

해양연구 지원에 필수적인 인프라임에는 틀림 없음

① 미래 연구선 임무 요구 사항

○ 이전의 연구선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본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지만, 새로

운 기술은 그 기능을 변경을 요구

○ 앞으로의 연구선은 이동 가능하고 장기 지속적인 자산으로서 서비스 역할과 

획득한 정보의 집합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해양에서의 연구․조사활동은 

주로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비표준 실험 또는 무거운 작업(heavy operation)으

로 전환할 것임

② 선박 활용 최적화

○ 각기 다른 수준의 연구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 단일 연구선 및 단일 국가 연구선단 운영성을 최적화

○ 지역해와 유럽 차원의 조정

- 다국적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선의 접근을 확

- shiptime, 과학 장비, 과학자와 기술자의 교류 확

- 지역해 수준에서 신규 연구선박에 한 조정 계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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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상 조사선단 관련 기술 구성

○ 조사선단 기술은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술로 구성됨

- ship 관련 기술

- 해양 조사 장비 : 현장 조사 관측, Vehicle, 3D 멀티빔 기술

- 해양 센서 : 물리, 수질, 탐사/관측, 항공, 음향학적 센서 기술

<그림 4-2> 연구선단 관련 기술

4. 기술 분야에 한 특허 동향 분석 

가. 연도별 국가별 특허 동향

   ○ 2010년 10월까지 공개 또는 등록된 한국, 일본, 유럽, 미국공개특허 및 미

국등록특허를 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국가별 특허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많은 51%(618건)의 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33%(407건), 한국 8%(101건), 유

럽 8%(101건)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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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국가별 특허 동향

○ 국가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은 ‘70년  후반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90년  말부터는 다

소의 부침은 있으나 꾸준한 특허 출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은 1980년부터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특허출원

활동을 보이다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7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활발한 특허등록활동을 보이고 

있고, 공개특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특허 활동

이 꾸준한 것으로 조사됨

○ 유럽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나, 

상 적으로 타 국가에 비하여 특허 활동이 미미함

나. 관련 기술의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 발전도

  ○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는 포

트폴리오 기본 모델을 통해 국가별 기술 발전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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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주제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 모두 증가하는 발

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관련 기술의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 발전도

   ○ 전 세계 기술발전도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술발전의 정점으로 하여 

2006년 이후 성숙기 단계로의 진입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각 국가별 기술 발전도

   ○ 각 국가별로 최근 10년간의 기술 발전도를 살펴봄

   ○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기 단계에 있으며, 그 동향이 기술성숙기와 기

술 퇴조기를 뛰어 넘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기술 발전기 단계로 재진입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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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2002년을 기술 발전기 단계의 정점으로 하여 2003년 이후 성숙기 

단계로의 진입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수년간의 특허 활동

에 따라 새로운 기술 발전기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유럽의 경우에는 복잡한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기술 발전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5> 각 국가별 기술 발전도

   ○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 발전도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에 비해 기술

을 필요로 하는 관련 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미래의 시장을 위한 기술의 개발 동향이 관련 시장의 추이

를 살펴보는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의 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이 결정될 것임

     - 기 할 수 있는 미래 시장에 한 원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기

술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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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별 출원인 상위 Top 10

   ○ 국가 별로 출원인 별 특허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각각 자국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에 의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기업에 의

한 각국의 특허 출원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특허출원활동은 미국의 US Navy에 의한 특허 

출원이 24건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기업에 의한 

특허도 출원되었음

<표 4-10> 국가별 출원인 상위 Top 10

   ○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한 특허출원활동은 Simens AG사에 의한 특허 출

원이 11건으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업 및 

연구 기관에 의한 특허가 출원되었음

   ○ 일본에서의 특허출원활동은 상위 10위까지의 출원인이 모두 일본 기업으

로 조사 되었고, 출원건수도 타국과 비교할 때 큰 것으로 조사되어 해양 

조사 장비 및 해양 센서 분야의 기술장벽이 일본에서 상 적으로 클 것으

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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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출원인별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 출원인별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해양과기원에 의한 특허는 해양 관

측 vehicle 기술 및 우주 항공 remote 센서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6> 주요 출원인별 포트폴리오 분석

   ○ 미국의 US Navy의 경우 다양한 기술에 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

으나 해저 탐사 및 퇴적물 관측 센서, 우주항공 remote 센서 및 음향학적 

센서, HF 레이더 장비 기술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부분의 

기업이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속 관측 장비에 한 기술은 보유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특징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NEC사와 Mitsubishi Electric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US Navy의 

포트폴리오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경쟁 출원인의 특

허 폴리오는 각 자 고유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일본의 Fuji Electric사, Hitachi사, Tokico사, Tokyo Electric Power사

의 경우에는 유속 관측 장비 기술만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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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출원인 부분 유속 관측 장비, smart 부이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Acoustic Tomography System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OKI Electric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US Navy가 관련 기술을 일부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해저 탐사 및 퇴적물 관측 센서, 레이저 레이더 기반 측지 시스템, 우주 

항공 관측 시스템 및 해저 탐사 및 해양 현장 조사 관측 장비에 관련 기

술이 공백기술 분야로 조사되었음

바. 주요 출원인별 기술영향력 분석

   ○ 주요 출원인별 인용비와 피인용비를 분석하여, 주요 출원인 간의 기술 영

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Fuji Electric사, TokyoElectric Power사, USA 

Navy 및 Hitachi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다른 출원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USA Navy와 Hitachi사는 동시에 다른 출원인의 보유 특허를 많이 인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Tokico사는, 관련 특허 문헌에서 많은 특허 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나 다른 

특허 문헌에서는 Tokico사의 특허 문헌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어, 표적인 Pioneer형의 기업인 것으로 분석됨

   ○ Fuji Electric사는, 보유 특허 부분이 다른 특허 문헌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인용하고 있는 특허 문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표적인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표적인 Initiator형의 기업으로 분석됨

   ○ 해양과기원의 경우에는 인용비와 피인용비 모두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은 관련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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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주요 출원인별 기술영향력 분석

사. 국가별 기술력 지수 분석

   ○ 미국등록특허에서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지표(특허등록건수,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를 통해 최근까지 미국 내 등록된 기술의 수준

을 2000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이 두 구간 모두 기술

력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의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이 두 구간 모두 기술력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뒤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두 구간 모두에서 보유 특허가 없어 질적/양적인 기술 수준의 향

상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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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가별 기술력 지수 분석

아.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 특허가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피인용도의 비율)와 시장(패밀리 

특허)의 확보를 통해 연구주체의 특허가 질적 수준 또는 시장 확보를 위

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결과, 

호주가 시장 확보력 및 기술의 질수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독일, 중국, 룩셈부르크, 스웨덴의 경우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높으나 

기술의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장 확보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네덜란드는 질적 수준이 평균값

을 보이고 있음

   ○ 미국, 핀란드, 일본, 영국은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은 평균 정도이나 기술

의 질적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스위스와 프랑스는 질적 수준이 

매우 높으나 시장 확보력이 미국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은 캐나다 및 노르웨이 등과 함께 시장 확보력 및 기술의 질적 수준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기술의 질적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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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5. 세부 기술 분야별 분석

가.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동향

   ○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비중을 살펴보면, 해양 조사 장비 관련 기술이 

전체의 87%(1,138건)을 차지하여 13%(168건)의 차지하고 있는 해양센서 

관련 기술보다 그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경향은 부분의 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유속 관측 장비의 기술

이 상 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속 관측 장비를 

제외하면 해양 조사 장비와 해양센서 기술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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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동향

   ○ 해양조사장비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관련 특

허가 ‘7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

로운 해양 센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해양 조사 장비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2006년 이후의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새로운 해양 센서의 개발과 

동시에 관련 해양 조사 장비의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분포

   ○ 해양조사장비 기술은 유속 관측 장비 관련 기술이 47%(535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mart buoy 기술이 15%(171건), 해양 관측 vehicle 기술이 

13%(148건), 고해상도 3D 말티빔음향측심기술이 7%(82건), 3차원 심해용 

지층 탐사기 기술이 7%(78건), 조위계 및 파고계 기술이 6%(63건)의 비중

을 보이고 있고, 그 외의 기술 분야는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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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센서 기술분야의 경우에는, 기술별 편차가 더욱 심하여 해양수질센서 

기술이 전체의 73%(122건)를 차지하고 있고, 24%(41건)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물리센서와 합하면 98%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 외의 센서 기술은 

1% 미만인 1~2건 정도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1>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분포

다. 세부 기술 분야별 국가별 분석

   ○ 기술 분야별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해양 조사 장비와 해양 센

서 분야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

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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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세부 기술 분야별 국가별 분석(해양조사장비)

<그림 4-13> 세부 기술 분야별 국가별 분석(해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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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세부 기술 분야별 국가별 분석(종합)

제3절  정책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기관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해양연구선에 한 국가

적 차원의 통합관리 및 국가 해양연구선단 구축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 추진

된 적이 없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그러나 연구선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관련 학 및 산업계를 중심으

로 연구선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선의 통합관리 등 연구선 관리 및 

운영방식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부처에서도 이에 

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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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본 사업은 100%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과 90%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재원조달 가능성은 

사업 추진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음

○ 또한, 본 사업은 해양연구선의 통합관리, 체 및 신규 연구선의 건조와 관

련되는 사업으로서 환경성과는 무관함

3.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관성

○ 국가 해양연구선단을 구축할 경우, 해역별로 연구선의 주정박지(모항)를 재배

치 하는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의

가 필요함

○ 국가 해양연구선단의 본부는 현재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이 부산에 위치하

고 있고, 해양과기원도 2016년경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해양클러스트가 

조성되고 있는 부산 동삼동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의 특수성

○ 미국, 유럽연합 등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연구선을 비롯한 거  해양연구인프

라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해양과학기술계의 요구를 파악

하여 여러 해양관련 기관들의 과학적 비전에 의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국

가 해양연구선단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신규 해양연구선의 지속적인 건조는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한 효용성이 비용

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성 사업의 비효

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비용 절감에

도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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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과학기술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통한 해양강국 실현이

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은 해양과학기술 연구지원 기능 강

화를 위한 최적의 해양연구인프라 구축이라는 명제 하에 

    - 첫째, 우리나라 연구선들을 국가의 거  해양연구인프라로서 통합관리․운용

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한 검토를 목적으로, 특히 지난 20여 년간 지

속되고 있는 연구선 통합관리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며, 

    - 둘째, 현재의 우리나라 연구선 현황, 미래의 해양과학 연구방향 그리고 예상 

되는 연구선 역량에 한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2032년까지 중장

기적인 수요에 처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연구선단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해양학의 후발국으로서 1968년 서울 학교에 해양학과가 설치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와 성과 면에서 아직까지 해양학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현재 약 2,000명에 이르는 해양학 연구자들이   

해양학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해양의 제반 자연 현상 자료와 정보 확보를 위한  

해양연구선 이용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학자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기장비를 탑재한 해양연구선을 

사용하여 해역에 상관없이 모든 해양에의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시급한 실정이며, 해양연구선들이 다수의 기관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므

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해양연구선을 포함하여 해양관련 인프

라를 통합관리하는 국가 해양연구선단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연구선 통합관리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조직의 통합은 기득권을 어느 정

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포기한 기득권보다 통합을 통해 새로 창

출되는 이득이 더 커야하는 경제성에 근거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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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연구선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2가지 

주요 이슈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연구선 운영의 심각한 예산 제약과 비용 상

승으로 인해 선박 운항 수요와 선박의 능력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특히 

연료비 및 인건비가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더군

다나 새로운 선박 운항 안전수칙과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에는 이러한 비용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 장기적 볼 때, 현재의 연구선은 노후화되고 있고 

다수의 선박이 퇴역을 앞두고 있으며,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낡고 비효율적

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연

구선단 구성에 한 정책 결정과 함께, 연구선단 구성과 상관없이 신규 선박

을 계획하고 건조하는 데에 약 10년 가까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모든 선급의 

연구선 건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연구선 건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으며, 

기관별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선을 건조하여 왔으며, 현재 해양과기원과 수산

과학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5,900톤급의 형해양과학연구선이 2015년 말에 

800톤급의 수산자원조사선이 2014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본 사업의 계획기간 동안 다수의 선박이 퇴역하게 될 예정으로, 5년 내에 

Regional급인 탐구3호와 이어도호, 10년 내에 Ocean급인 해양2000호와 Regional

급인 탐구8호, 15년 내에 Ocean급인 온누리호(2016년 리모델링 전제), 20년 내

에 Regional급인 바다로1호가 사용기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들 

선박의 체에 한 공식 계획이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 미래 해양연구선에 한 수요조사와 현재 운행 중인 연구선의 퇴역

시기를 반영하여 연구선단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의 운항일수 추세와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 수

요를 기반으로 계획으로서,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6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2018년에 500톤급 쌍둥이 수산자원조사선 겸 다목적연

구선 1호, 2020년에 6,000톤급 다목적드릴링연구선, 3,000톤급 다목적연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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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 2024년에 700톤급 쌍둥이 수로측량 및 관측 

겸 다목적연구선 1호, 그리고 2026년에 700톤급 쌍둥이 다목적연구선 2호를 

건조하는 로드맵 제시 

  ○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 MTRM 설문조사 결과와 분야별 전문가 면담 결과 

및 미래 연구전망을 반영하여 도출한 복합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계획으로 

서, 계획 기간 동안 최소한 총 9척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가 필요하며, 첫 

번째 로드맵 6척과 2025년에 2,000톤급 다목적연구선과 300톤급 다목적연구

선, 2027년에 300톤급 다목적연구선을 추가 건조하는 로드맵을 제시

  ○ 연구선 건조에 최소한 7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동 시나리오에서 제시

한 2020년 이전의 체 및 신규 선박 건조 로드맵은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온누리호의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2020년 이후, 해양연구에서 가장 핵

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Ocean급 선박은 한척도 남지 않게 됨

  ○ 2015년 말 완공되는 5,900톤급 형과학연구선을 온누리호 체 선박으로 투

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글로벌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춘 선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됨과 동

시에 사용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제2절  정책제언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 적 연구선에 한 다양한 접근을 비롯, 해양연

구에 한 강력한 지원을 권고함.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

수산미래기술위원회에 연구선 및 관련인프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을 구성을 제안함. 동 실무그룹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선 활용성과에 한 

평가와 국내 다양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양에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연

구선 사용수요 조사를 위한 방법론과 틀을 제시하는 등 연구선과 관련인프라

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안 기능 수행을 주임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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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900톤급 형과학연구선이 취항하기 이전에 국가연구선단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팀 구성을 제안함

  ○ 미래의 연구선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장비가 탑재되는 최신형 선박으로 고도

로 훈련된 전문인력이 있어야 기술 지원이 가능함. 따라서 숙련된 기술지원 

인력과 승조원을 채용하고 이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개

선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 각 연구선 운영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와 미래의 선단을 보

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해 고민할 것을 권고함.  

신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 관리 운영방안을 엄밀히 분석하여 연구선 

건조, 운영, 관리에 활용해야 함.

  ○ 연구선단에 투입될 신규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선박 

가운데 사용기간이 끝나가는 선박의 기간을 연장해서 신규 선박이 투입될 때

까지 단기적으로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이 방법은 선박운항일수가 추가로 필요한 경

우 또는 신규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임

  ○ 통일을 비하여 북한의 연구선 현황 파악과 연구선단 모항의 지리적 배치에 

한 검토도 고려되어야 함

  ○ 유무인잠수정도 미래 해저 및 해저중앙해령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함. 미국의 OOI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의 해양관측망 구축 연구

지역에서의 지원을 위안 ROV에 한 신규 수요 및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됨. 신규 잠수정 관련 계획의 수립 추진과 건조를 위한 지속

적 노력이 요구됨

  ○ 향후 정부 예산이 충분치 못할 경우도 고려해야 함. 퇴역이 예상되면서 성능

이 저하되고 있는 선박의 퇴출을 재고해야 함. 선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인

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한 결정은 단일 연도가 아닌 다년도 선박 수

요 예측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연구선단은 해양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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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보고서의 권고안을 시의 적절하게 실행에 옮김으로 우리나라 해양학계는 

향후 20~30년간 매우 중요한 해양과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량을 갖춘 선단

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그림 5-1> 2030년  해양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연구선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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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UNOLS 회원기관 명단

1. Alabama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Consortium

2.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3. Bermuda Institute of 
Ocean Sciences

4. Bigelow Laboratory for 
Ocean Sciences

5.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cripps 
Institution of ceanography

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8. Cape Fear Community 
College

9. Caribbean Marine 
Research Center(Perry 
Institute for Marine 
Science)

10. Columbia University, 
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11. University of Connecticut
12. University of Delaware
13. Duke University/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4. Florida Institute of 

Oceanography
15.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16. Florida State University
17. Harbor Branch at Florida 

Atlantic University
18. Harvard University
19. University of Hawai
20. Hobart & William Smith 

Colleges

21. Humboldt State University 
Marine Laboratory

2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3. School of the Coast and 
Environment

   -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Louisiana Universities 

Marine Consortium
25. University of Maine
26. The Marine Science 

Consortium
27. University of Maryland
28.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9. University of Miami, 

Rosenstiel School of 
Marine & Atmospheric 
Sciences

30. University of Michigan
31.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32.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33. Moss Landing Marine 

Laboratories
34. Naval Postgraduate 

School
35. University of New 

Hampshire
36.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3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n
38. Nova University
39. Old Dominion University
40. Oregon State University
41. University of Puerto Rico
42. University of Rhode 

Island

43. Romberg Tiburon Center 
for Environmental Studies

   -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44. Rutgers University
45. San Diego State 

University
46. Sea Education Association
47.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Skidaway 
Institute of ceanography

48. Smithsonian Tropical 
Research Institute

49.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50. University of South Florida
51.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52. Southern California 

Marine Institute
53.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54. University of Texas
55. Texas A&M University
56.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57. University of Washington
58.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59.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 Great Lakes WATER 

Institute
60. University of Wisconsin 

at Superior
61.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62.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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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리나라 연구선 공동활용 실적(외부기관 공동승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도 선명 사업명 조사해역 기간 일수 공동승선기관

1997 이어도호 학연공동사업 - 10/30~11/03 5 서울대학교

1998 이어도호 학연 공동 황해 해양투기 조사 서해중부 1/31~2/04 5 인하대학교

1999 이어도호 한미 및 학연 공동사업 동해 9/11~9/14 4 서울대학교

2000 이어도호

연구선 공동활용 학・연 협동 해양
조사 과정

울릉도 8/28~8/31 4 서울대학교

연구선 공동활용 학・연 협동 해양
조사 과정

남해 9/02~9/06 5 인하대학교

2005 온누리호
미해군 합동장비 동해남부 2/03~2/19 17 미해군

로켓 낙하지점 주변  사전조사
파푸아 

뉴우기니아
11/02~11/12 11 항공우주(연)

2006

온누리호 신항만 모래채취 어업 피해조사 남해 3/27~3/31 5 서울대학교

이어도호

부산신항만 관련 해사채취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남해 1/17~1/19 3 서울대학교

배타적 경제수역내 골재채취  사후 
영양조사 분석 연구용역

남해 1/21~1/25 5 서울대학교

배타적 경제수역내 골재채취  사후 
영양조사 분석 연구용역

남해 4/21~4/23 3 서울대학교

2009 이어도호
군산대 남해장기 유속계 계류부이 

회수작업
남해 11/20~11/21 2 군산대학교

2011 아라온호 통가 해저열수광상 탐사 통가 심해역 3/24~4/25 31 해양과기원

2011 아라온호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동해,

캄차카반도 
동남해역

7/15~7/30 15
국립기상
연구소

2011 아라온호
극지 해양생테계의 중요 우점 미생
물군에 대한 환경시스템생물학적 

연구

동해,
캄차카반도 
동남해역

7/15~7/30 15 인하대

2011 아라온호
해양극한황경 극복기술, 빙해선박

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
온 빙성능 시험평가기법 개발

북극 척치해 8/17~8/19 2 MOERI

2011 아라온호
서북극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
양기초 생산성 및 신생산성 측정

북극 척치해 8/1~8/5 4 부산대

2012 아라온호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동해,

캄차카반도 
동남해역

7/14~7/29 15
국립기상
연구소

2012 아라온호
양극해 급속융빙해역 환경모니터링 

구축
북극 척치해 8/10~8/15 5 부산대

2012 아라온호
양극해 해양생물 유래 신규 항암 

및 골대사
북극 척치해 8/16~8/18 2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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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

연도 선명 사업명 조사해역 기간 일수 공동승선기관

2008

해양2000

학연공동해양조사 동해 8.4~8.28 25 서울대학교

학연공동해양조사 동해 9.21~9.23 3 동아일보

KOICA 승선실습 남해 10.28~10.29 2
국제협력단
(IHO회원국)

바다로1 공동해양관측 남해
10.6~10.8 3

부경대학교
11.28~12.7 10

2009

해양2000

KOICA 승선교육 서해・남해 7.21~7.22 2
국제협력단
(IHO회원국)

학연공동해양조사 동해・남해 8.8~8.18 11 서울대학교

해양환경 한・일 공동조사 동해 9.2~9.9 8 한・일공동

바다로1 EEZ 해사채취해역환경변화 모니터링 남해
3.9~3.11 3 충남대학교

7.20~7.23 4 부경대학교

2010
해양2000

동해심층해양환경조사 동해 9.9~9.17 9 한・일공동

한반도섬 대탐사 촬영협조 동・남・서해
4.10~4.18
6.15~6.24

19 SBS 방송국

해양조사기술연수(KOICA) 남해 10.14~10.15 2
국제협력단
(IHO회원국)

바다로1 한반도섬 대탐사 촬영협조 태안반도 4.18~4.30 13 SBS 방송국

2011 해양2000

동해심층해양환경조사 동해 10.17~10.24 8 한・일공동

해양조사기술연수(KOICA) 남해 10.13~10.14 2
국제협력단
(IHO회원국)

한국연안해류조사(공동해양조사) 동해 8.16~8.27 12 서울대학교

2012 해양2000
해양조사기술연수(KOICA) 남해 10.23 1

국제협력단
(IHO회원국)

한국연안해류조사(공동해양조사) 동해 3.14~3.22 9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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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

연도 선명 사업명 조사해역 기간 일수 공동승선기관

2010 탐구20호
동해어업자원조사 및 독도

주변 수산자원조사
동해/독도주변

5.20~6.1 13
해양생태기술연구소

8.20~9.1 13

2010 탐구20호 동해 심해생태계 자원특성조사 포항,삼척인근해역 6.7~6.13 7 포항공대
2010 탐구20호 한중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 한중잠정조치수역 8.2~8.10 9 중국황해수산연구소

2010 탐구20호 남해 EEZ어업자원조사 남해 9.7~9.16 10 인하대학교

2010 탐구20호 서해 EEZ어업자원조사 서해 10.7~10.20 14 인하대학교

2010 탐구20호
참다랑어 난자치어조사 및 

근해어업자원조사
동해남부, 
제주남부

10.25~11.12 19 인하대학교

2010 탐구3호 동해해양조사 동해일원

4.1~4.12 12

포항공대/한국해양대
6.17~6.28 12

8.30~9.10 12

12.7~12.18 12

2010 탐구3호 남해해양조사 남해일원 6.29~7.6 8 기상청

2010 탐구3호 동중국해해양조사 동중국해 8.10~8.16 7 해양대학교

2011 탐구20호
독도 및 심해생태계

수산자원조사
독도주변

2.21~2.28 8 부경대학교

6.27~7.3 7 포항공대

8.25~9.1 8 부경대학교

10.31~11.7 8 부경대학교

2011 탐구20호 춘계 근해어업자원조사 제주부근 3.22~4.8 18 부경대학교

2011 탐구20호 한중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 한중잠정조치수역 8.3~8.12 10 중국황해수산연구소

2011 탐구20호
동해EEZ 자원조사/독도, 심해

자원조사
동해/독도근해 5.20~6.3 15

서울대/부경대
한국해양연구원

2011 탐구20호
동해EEZ자원조사/심해생태계

자원조사
동해안일원 12.3~12.16 14 포항공대/강릉원주대

2011 탐구3호 동해해양조사 동해일원 2.8~2.22 15 포항공대

2011 탐구3호 동해해양조사 동해일원 11.17~11.22 6 인하대학교

2012 탐구20호
동중국해해양조사/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동중국해/

제주남부해역

1.31~2.8 9
인하대학교/해양연구원/
한양대/부경대/군산대/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5.9~5.14 6
인하대/강릉원주대/

해양연구원

2012 탐구20호
독도 및 심해생태계

수산자원조사
독도주변

2.27~3.5 8

부경대학교9.3~9.10 8

10.30~11.11 13

2012 탐구20호 고등어자원조사 제주근해 2.14~2.23 10 대형선망수협

2012 탐구20호 동해 EEZ어업자원조사 동해연안
5.17~5.31 15

포항공대/강릉원주대/
부경대

9.20~9.26 7 포항공대/강릉원주대

2012 탐구20호 한중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 한중잠정조치수역 7.30~8.8 10 중국황해수산연구소

2012 탐구3호 동해중부해역 물리적특성조사 동해중부해역 2.27~3.12 15 해군본부 해양과

2012 탐구3호 동해해양조사 동해일원 6.14~6.25 12 기상연구소

2012 탐구3호 동중국해해양조사 동중국해
8.9~8.14 6 인하대/서울대

11.24~11.30 7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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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럽 국가별 연구선 소유 및 운영주체

[ 범례 ]

소유주체 운영주체

① 정부조직/
   기관(부처,
   외청 등)

①-A 직접 운영(사례 수 : 7척)

위탁
①-B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사례 수 : 15척)
①-C 별도 전담조직

(사례 수 : 0척)
①-D 민간회사
(사례 수 : 1척)

② 공공기관/
   대학

②-A 직접 운영(사례 수 : 9척)

위탁
②-B 공공기관/연구기관

(사례 수 : 9척)
②-C 별도엽합 전담조직

(사례 수 : 10척)
②-D 민간회사
(사례 수 : 3척)

③ 민간회사 ③-A 민간회사(사례 수 : 7척)

[ 프랑스 ]

선급 선명 소유주체 운영/운항주체 범례

G

Beautemps-Beaupré Ministére de la Défense SHOM / EPSHOM(SERVICE 
HYDROGRAPHIQUE MARINE) ①-B

L‘Astrolabe P&O Maritime Services ③-A

L‘Atalante
IFREMER IFREMER / GENAVIR BREST ②-C

Pourquoi pas?

Marion Dufresne Institut polaire francais 
Paul-Emile Victor(IPEV) 

Compagnie Générale Maritime 
(CGM) ②-C

Thalassa IFREMER and IOE IFREMER / GENAVIR BREST ②-C

O Le Suroit IFREMER IFREMER / GENAVIR BREST ②-C

R Antea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evelopment(IRD) Centre IRD de Bretagne ②-C

L/C

Alis IRD Centre IRD de Bretagne ②-C

Antedon II

Centre National de 
Recherche(CNRS)

Institut Nacional de Sciences de 
L´Universe(INSU - CNRS) ②-C

Nereis II

Sepia II

Tethys II

Côte d´Aquitaine

Cotes de la Manche

Gwen Drez

IFREMER IFREMER / GENAVIR BREST ②-C
Haliotis

L‘Europe

Thalia

La Curieuse Institut polaire français 
Paul Emile Victor(IFRTP) Institut Polaire Français(IPEV) ②-B

Minibex
Comex S.A. ③-A

JANUS II

※  : UMS 소속 연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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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선급 선명 소유주체 운영주체 범례

G

Discovery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NERC)

National Marine Facilities(NMF) 
Sea Systems ②-B

James Cook
Echo(HMS)

MoD  Vosper Thornycroft(UK) Ltd(VT) ①-D
Enterprise(HMS)

Endeavour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①-A
Endurance(HMS)

MoD Hydrographic Surveying Squadron, 
MoD ①-B

Scott(HMS)
Ernest Shackleton

NERC, British Antarctic Survey ②-A
James Clark Ross

Newton MoD Royal Maritime Auxiliary Service, 
MoD ①-B

Ocean Endeavour

Gardline Geosurvey Limited ③-A
Ocean Researcher

Ocean Seeker
Triton
Scotia Scottish Executive, Marine Scotland ①-A

O
Colonel Templer MoD 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 Farnborough, MoD ①-B

Roebuck (HMS) MoD Hydrographic Surveying Squadron ①-B

R

Atlantic Explorer Bermuda Institute of Ocean Sciences(BIOS) ②-A
Corystes Agri-Food and Biosciences Institute ②-A

Gleaner MoD Hydrographic Surveying Squadron, 
MoD ①-B

L/C

Actinia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Marine Biological 

Station, Millport ②-B
Aora

Alba Na Mara Scottish Executive, Marine Scotland ①-A
Bill Conway University of Southampton School of Ocean & Earth Science ②-B

Calanus - UK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  Dunstaffnage Marine Laboratory ②-B

Seol Mara
Callista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University of Southampton ②-A

Coastal Surveyor Gardline Geosurvey Limited ③-A
Flat Holm Coastline Surveys Limited ③-A

MBA Sepia Marine Biological 
Association of the UK Plymouth Marine Lab. ②-B

Noctiluca University of Wales Swansea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②-B
Plymouth Quest Plymouth Marine Laboratory ②-A
Prince Madog   NERC P&O Maritime Ocean Sciences ②-D

Roagan  Port Erin Marine Laboratory, University of Liverpool ②-A
Sea Vigil Environment Agency, National Marine Service ②-A
Tamaris Plymouth Marine Lab. Serco Denholm Limited ②-D
Vigilance

Environment Agency, National Marine Service ②-AWater Guardian
Coastal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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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선급 선명 소유주체 운영주체 범례

G

Maria S. Merian

State of Mecklenburg 
Vorpommern, Baltic Sea 

Research Institute 
Warnemünde

German Research Foundation(DFG) ②-B

Meteor German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FG ①-B

Planet German Navy ①-A

Polarstern Federal Ministery of 
Education and Research 

Alfred-Wegener-Institut für Polar- 
und Meeresforschung ①-B

Sonne RF Forschungsschiffahrt GmbH ③-A

O

Komet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Housing ①-A

Poseidon
 State of 

Schleswig-Holstein, 
Germany 

The Leibniz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Kiel 

(IFM-GEOMAR) 
①-B

Walther Herwig III
Federal Ministry for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

Federal Agency of Agriculture and 
Food, Hamburg ①-B

R

Alkor
State of 

Schleswig-Holstein, 
Germany 

Helmholtz Center for Ocean 
Research(GEOMAR) ①-B

Atair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Housing ①-ACapella

Deneb

Heincke German Ministry for 
Education & Research 

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①-B

Prof. Albrecht Penck State of Mecklenburg 
Vorpommern, Germany

Baltic Sea Research Institute 
Warnemünde, Germany ①-B

Schall BMS Baltic Marine Service GmbH ③-A

Solea
Federal Ministry for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

Federal Agency of Agriculture and 
Food, Hamburg ①-B

Wega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Housing ①-A

L/C

Aade 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Reederei F. Laeisz(Bremerhaven) 
GmbH ②-DMya

Uthörn

Buise Landesamt für Ökologie 
"Forschungsstelle Küste"

Clupea
Federal Ministry for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 

Federal Agency of Agriculture and 
Food, Hamburg ①-B

Haithabu Landesamt für Natur und Umwelt 
des Landes

Littorina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University of 
Kiel 

Helmholtz Center for Ocean 
Research(GEOMAR) ②-B

Ludwing Prandtl
GKSS Forschungszentrum Institute for Coastal Research of 

GKSS Research Centre ②-B
Storch

Polarfuchs Alfred-Wegener-Institut, 
Bremerhaven 

Helmholtz Center for Ocean 
Research(GEOMAR) ②-B

Senckenberg Senckenberg Gesellschaft fuer Naturfoschung ②-A

Sudfall
Forschungs- und 

Technologiezentrum 
Westküste(FTZ)



 중장기 해양조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

▮ 218

부록 4. 2020 MTRM 4대 중점기술 50대 중점과제에 대한 연구선 활용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양연구선 활용 수요를 예측

하여, 2032년까지 신규 해양연구선의 규모 및 건조 시기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중장기 해양연구선단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기획연구”를 KIMST 기획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해양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확정

된 “2020 MTRM”의 4대 중점기술 50대 중점과제별로 해양연구선의 활용도와 운항해

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 및 방법 : 한국해양학회 회원 1,2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e-mail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20013년 4월 12일 ∼ 4월 18일

○ 응답자 현황 : 총 26명

    - 소속별 분포 : 학계 10명, 출연연 12명, 산업계 2명, 관계 2명

    - 연구선 승선 횟수 : 0회 3명, 1∼5회 1명, 6∼10회 3명, 11∼15회 1명, 16회 이상 18명

[ 설문서 ]

❋ 설문지 작성방법
  ▶ 물음에 해 해당번호에 O표 해주시거나 물음에 따라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 통계처리를 한 일반사항입니다.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특성

1) 산업체            2) 대학          3) 출연연구기관

4) 공무원(정부부처산하 기관 포함)     5) 민간연구소

6) 기타 

소속기관명 성  명         

직위/직책 근무년수 년



부  록

219 ▮

1. 귀하께서는 현장연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해양연구(조사)선을 몇 회 승선하셨습니까?

1) 1∼5회(   )                    2) 6∼10회(   )                 3) 11∼15회(   )   

4) 16회 이상(   )                5) 승선 경험 없음(   ) 

2. 귀하의 전공분야 또는 하시는 업무는 “2020 MTRM" 상의 어떤 중점기술분야에 해당하십

니까? 해당분야 또는 업무란에 O표 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중점기술분야 해당분야 또는 업무 이동 문항 

① 해양에너지 ➜ 문3 및 3-1로 이동

② 해양장비 ➜ 문3 및 3-2로 이동

③ 해양산업신소재 ➜ 문3 및 3-3으로 이동

④ 항만․물류시스템 ➜ 문3 및 3-4로 이동

⑤ 선박기술 ➜ 문3 및 3-5로 이동

⑥ 연안재해관측․예보 ➜ 문3 및 3-6으로 이동

⑦ 전지구적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 문3 및 3-7로 이동

⑧ 해양영토 주권강화 ➜ 문3 및 3-8로 이동

⑨ 해양자원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 ➜ 문3 및 3-9로 이동

⑩ 청정한 바다조성 ➜ 문3 및 3-10으로 이동

⑪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 문3 및 3-11로 이동

⑫ 안전한 해양이용 ➜ 문3 및 3-12로 이동

⑬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창조 ➜ 문3 및 3-13으로 이동

3. “2020 MTRM" 상의 중점과제별로 향후 2020년까지의 해양연구(조사)선 연간 활용 정도와 

운항해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수행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현장조사가 

필요한 운항해역의 연간 예상 운항일수를 기재하여 주시고,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면 해당

없음에 O표 하여 주십시오.(해당되는 운항해역 모두 기재)

3-1. 해양에너지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01.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02.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03. 미활용 해수열 이용 발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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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장비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04.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05. 해양구조물 시공․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06.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정 기술

07. 수중무선통신 고도화․산업화 기술

08.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3-3. 해양산업신소재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09.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10.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11.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반 해수담수화 기술

12. 해양생명현상 분석을 통한 생리․기능 활용 기술

13. 이산화탄소 및 농축해수의 산업소재화 기술

3-4. 항만․물류시스템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14. 해상풍력기반 에너지 자립형 녹색 항만 
구축 기술

15. 스마트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16.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 기반기술

17. 피해저감 항만 구조물 개발 및 항만재해 
    대응 기술

3-5. 선박기술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18.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19. 무탄소 동력선박 기술

20. 극한지 운항 선박용 핵심기술

21. 위험환경 대응 지능형 무인선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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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안재해 관측・예보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22. 연안재해관리기술

23.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24. 침식해안관리기술

3-7.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 
모델링 기술

26.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28. 극지해양이 한반도 기후에 비치는 영향 
규명

3-8. 해양영토 주권 강화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29.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30.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31.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3-9. 해양자원선점 및 해양경제영토 확보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32.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33.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34.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35. 해외 해양과학기지 활용 다변화를 통한 
과학외교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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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청정한 바다 조성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36.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37.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38. 해양 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3-11.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39. 연안습지 및 하구역 보존․복원 기술

40.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41.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감시․제어 기술

3-12. 안전한 해양 이용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42.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기술

43. 북극해 안전운항 기술

44. G-Navigation 기술

45.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술

46. 첨단 항로표지 기술

3-13.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창조분야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중    점    과    제
운항해역 및 운항일수

지구대양
(Global)

외양
(Ocean)

근해
(Regional)

연해
(Local)

해당
없음

47. 초대형 해양/항만구조물 구축 및 활용기술

48. 친환경 항만조성 및 신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49. 해양레저 장비개발 및 기반조성 기술

50. 해저문화재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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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승조원 수별 인건비 산정 내역

① 승조원 15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직 별 인 원 직별연봉

(1인당) 연간소요액 비 고

① 선장(1명) / 기관장(1명) 2 83,795 167,590

② 1항사(1명) / 1기관사(1명) 2 72,227 144,454

③ 2항사(1명) / 2기관사(1명) 2 65,657 131,314

④ 3항사(1명) 1 59,935 59,935

⑤ 갑판장(1명) / 조기장(1명) / 조리장(1명) 3 59,223 177,669

⑥ 갑판원(3명) / 조기수(1명) 4 48,458 193,832

⑦ 조리원 (1명) 1 43,478 43,478

⑧ 해무 및 공무 *기존인력
 활용

• 직접 임금 계 15 918,272

• 퇴직금  918,272천원x1/12 76,523

• 국민연금, 의료, 고용(3대보험) 918,272천원x7.86% 72,176
선원재해
보상보험

별도

소     계 1,066,971

② 승조원 18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직 별 인 원 직별연봉

(1인당) 연간소요액 비 고

① 선장(1명) / 기관장(1명) 2 83,795 167,590

② 1항사(1명) / 1기관사(1명) 2 72,227 144,454

③ 2항사(1명) / 2기관사(1명) 2 65,657 131,314

④ 3항사(1명) 3 59,935 179,805

⑤ 갑판장(1명) / 조기장(1명) / 조리장(1명) 3 59,223 177,669

⑥ 갑판원(3명) / 조기수(1명) 5 48,458 242,290

⑦ 조리원 (1명) 1 43,478 43,478

⑧ 해무 및 공무 *기존인력
 활용

• 직접 임금 계 18 1,086,600

• 퇴직금  1,086,600천원x1/12 90,550

• 국민연금, 의료, 고용(3대보험) 1,086,600천원x7.86% 85,407
선원재해
보상보험

별도

소     계 1,2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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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조원 22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직 별 인 원 직별연봉

(1인당) 연간소요액 비 고

① 선장(1명) / 기관장(1명) 2 83,795 167,590

② 1항사(1명) / 1기관사(1명) 3 72,227 216,681

③ 2항사(1명) / 2기관사(1명) 2 65,657 131,314

④ 3항사(1명) 4 59,935 239,740

⑤ 갑판장(1명) / 조기장(1명) / 조리장(1명) 3 59,223 177,669

⑥ 갑판원(3명) / 조기수(1명) 6 48,458 290,748

⑦ 조리원 (1명) 2 43,478 86,956

⑧ 해무 및 공무 *기존인력
 활용

• 직접 임금 계 22 1,310,698

• 퇴직금  1,310,698천원x1/12 109,225

• 국민연금, 의료, 고용(3대보험) 1,310,698천원x7.86% 103,021
선원재해
보상보험

별도

소     계 1,522,944

④ 승조원 25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직 별 인 원 직별연봉

(1인당) 연간소요액 비 고

① 선장(1명) / 기관장(1명) 2 83,795 167,590

② 1항사(1명) / 1기관사(1명) 3 72,227 216,681

③ 2항사(1명) / 2기관사(1명) 2 65,657 131,314

④ 3항사(1명) 4 59,935 239,740

⑤ 갑판장(1명) / 조기장(1명) / 조리장(1명) 3 59,223 177,669

⑥ 갑판원(3명) / 조기수(1명) 9 48,458 436,122

⑦ 조리원 (1명) 2 43,478 86,956

⑧ 해무 및 공무 *기존인력
 활용

• 직접 임금 계 25 1,456,072

• 퇴직금  1,456,072천원x1/12 121,339

• 국민연금, 의료, 고용(3대보험) 1,456,072천원x7.86% 114,447
선원재해
보상보험

별도

소     계 1,691,858




